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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고 재 필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의 완화 표현을 작동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그 형식과 기능
을 기술하는 것이다. 완화 표현이란 대화 참여자가 연루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과 
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자가 발화의 강도를 낮추는 언어적 수단을 말한다. 완화 
표현은 화자가 명제를 발화하는 태도를 반영하므로, 발화의 적절성과 관련된다.
  본고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형식적으로 이질적인 언어적 수단들이 어떻게 ‘완화’라
는 동질적인 동기에서 사용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완화 표현
을 산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완화 표현을 그 작용 범위에 따라 명제 내용에 작용하
는 것,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것,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명제에 포함된 개체나 술어에 작용하는 
것이다. 이를 작동 방식에 따라 다시 모호한 지시 표현과 절하 표현으로 분류하였
다. 모호한 지시 표현은 지시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화자의 인식
적 확실성을 떨어뜨림으로써 발화의 힘을 낮춘다. 이는 지시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
시 범주에 작용하는 것과 수량에 작용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반면, 절하 표현은 개
체의 크기나 술어의 정도성과 절대성을 줄임으로써 발화의 힘을 낮춘다. 이는 다시 
정도성을 절하하는 것과 절대성을 절하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둘째,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화행의 적정조건을 조정함으로써 발화
의 간접성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화행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단언행위와 지시행위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누고, 각각의 화행은 다시 예비 조건 및 진실성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예비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은 해당 조건의 성
립을 불완전한 것으로 표현할 때에, 진실성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은 해당 조건을 
잉여적으로 명시할 때에 발화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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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는 완화 표현들이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방식
으로 작동함을 살펴보았다.
  셋째,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나/너-여기-지금’을 다른 참여자 혹은 
다른 시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발화를 화시 중심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으
로, 이를 통해서 발화와 화청자가 맺는 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발화의 힘을 완
화시킨다. 참여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다시 화자에 작용하는 것과 청자에 작용
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과거 세계로의 전환과 가능 
세계로의 전환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화시 중심의 전환을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책
임을 축소하기도 하고, 청자와의 연대감을 강화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상호작용상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
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완화 표현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완화, 헤지, 공손성, 모호성, 간접성, 책임성, 의료 담화, 정치 담화

학  번: 2015-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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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해 나
간다.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필
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기에서 인간은 상호작용의 상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려 하지 않고, 동시에 자신에게도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려고 하지 않는
다. 이에 따라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양한 층위의 조
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완화(緩和, mitigation)이다.

본고는 한국어 완화 표현을 기준에 따라 달리 분류하고, 그 분포와 기능을 기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한국어에서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적 형식을 제시하고, 둘째, 이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셋째, 이들이 담화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완화 표현’이라는 개념은 형식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구성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법 범주로 다룰 수 없다. 또한, 완화 표현은 관습화 정도와 상관없이 언제
나 문맥에 의존하기 때문에 단일한 기능 범주로도 다룰 수 없다. 즉, 특정한 맥락에
서 해당 표현이 쓰이지 않았을 때보다 쓰였을 때에 발화의 힘을 줄일 수 있는 언어
적 장치라면 모두 완화 표현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한국어 완화 
표현을 총망라한 닫힌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한다.1)

1) 본고의 이러한 입장은 Markkanen & Schröder(1997: 6)에서도 다음과 같이 단적으로 
나타난다. “The difficulty with these functional definitions is that almost any 
linguistic item or expression can be interpreted as a hedge. [...] In this context,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no linguistic items are inherently hedgy but can 
acquire this quality depending on the communicative context or the co-text. This 
also means that no clear-cut lists of hedging expressions ar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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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는 완화 표현의 목록을 빠짐없이 제시하기보다는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를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서, 완전히 이질적인 형식과 기능을 
지닌 것으로 여겨져 온 개별 문법 범주와 구성들이 언어 사용 측면에서는 ‘완화’라
는 동질적인 동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반대로, ‘완화’라는 동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이질성을 밝히고, 이에 따라 다시 완화 표현을 분
류하는 것 또한 본고의 중요한 연구 목적이다.

또한, 본고는 완화 표현이 담화 속에서 어떠한 언어 외적 효과를 노리고 사용되는
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완화 표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공손성
(politeness)’이라는 효과만을 언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
제 발화에서 완화 표현은 ‘청자’를 배려하려는 동기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화자’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화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등의 목적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즉, 완화 표현의 기능이 ‘청자에 대한 화자의 공손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의 다양한 요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힐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본고의 주요한 목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고의 주요 연구 목적
가. 완화의 다양한 언어적 장치, 즉, 완화 표현의 종류를 보인다.
나. 완화가 일어나는 방식에 따라 완화 표현을 분류한다.
다. 완화 표현의 화용적 동기와 효과를 밝힌다. 특히, 완화 표현을 통해 일어나

는 다양한 상호작용 상의 조정이 공손 책략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

본고의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여러 텍스트에 드러난 완화 표현의 전략적 사용을 분석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조정되는 텍스트에서는 언어를 통한 
책임과 갈등의 조정 및 관리가 두드러진다. 이를 분석하는 기반으로서 완화 표현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도 
완화 표현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완화 표현은 언어의 구조적 
규칙, 즉, 문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맥락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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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고려한 의사소통 전략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
자의 한국어 능력 배양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어 완화 표현에 대한 연구
는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1.2. 연구 대상
본고의 연구 대상은 완화에 사용되는 표현(단어, 문법 형식, 구성 등의 언어적 수

단)으로,2) 구체적인 항목은 일차적으로 <의료 커뮤니케이션 대화자료>3)에서 추출
한다. 해당 자료의 자세한 목록과 분량은 다음 (2)와 같다.

(2)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화분석적 연구 전사자료4)
가. 의료대화 전사자료

- 대화 수량: 54개 / - 대화 길이: 9시간 37분/ - 전사 분량: 372쪽
나. 의료대화 전사자료(추가)

- 대화 수량: 20개 / - 대화 길이: 5시간 35분 / - 전사 분량: 592쪽
다. 모의환자 진료대화 전사자료

- 대화 수량: 40개 / - 대화 길이: 6시간 20분 / - 전사 분량: 207쪽

2)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언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준언어적(準言語的, paralinguistic) 수
단도 발화 수반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음운론적 요소(억양, 목소리, 발화 
속도), 공간적 요소(proxemics: 신체 접촉, 대화 참여자 사이의 거리), 동작적 요소
(kinesics: 표정, 몸짓)와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언어에서는 
준언어적 수단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이모티콘(^^)이나 의성 ․ 의태어(ㅋㅋㅋ)를 사
용하게 되는데, 이 역시 맥락에 따라 발화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 이 코퍼스는 2005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화분석적 연구(연구책임자: 강창우, 연구과제번호: KRF-2005-079-AM0049)’의 
전사 자료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해당 코퍼스와 연구 논문은 기초학문자료센터(https:
//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0969&res=y)에 공개되어 
있다.

4) 어절이나 문장 수를 기록해야 함이 원칙이나, 해당 자료가 텍스트 파일로 주어지지 않
아 계산할 수 없어,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밝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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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화라는 특정 텍스트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
다. 첫째, 대화 참여자의 상호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면서 일관된 단일한 종류의 구
어 텍스트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완화 표현을 최대한 망라해 보
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텍스트 조각들을 검토하는 방식보다, 의료 상황과 같은 단
일 텍스트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 측면이 있다. 텍스트의 종류를 달리할 경우, 일
부의 완화 표현만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 종류의 텍스트 전반에서 발견되는 완
화 표현의 종류를 망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대화 자료는 대화 참여자의 
역할이나 대화의 목적과 같은 맥락 요소들이 일정하게 통제된다는 점에서, 완화 표
현의 사용 동기를 비교적 정확히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의료 대화는 다른 텍스트에 비해 완화 표현이 더욱 빈번하게 사용될 만한 
대화라고 판단되었다. 의료 제도의 틀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
가 전제된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의 체면을 과도하게 위협하지 않고, 최대한 수평적
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힘의 비대칭성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의료 대화는 화제의 특성상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내재한다.5) 예컨
대, 환자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모호하고 
불확실한 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의사는 다양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진단하지만, 증거나 추론이 지닐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 가급적 자신
의 발화에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한다.

이렇게 의료 대화 자료에서 추출한 완화 표현이 다른 텍스트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임을 확인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2011.12. 수정판
(2쇄))> 중 현대국어 말뭉치를 이용하였다.6) 또한, 의료 대화에서는 발견되지 않았
5) Savett(2002: 109-118)에 따르면, 환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점은 의사와 환자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 처음
부터 진단이나 최선의 치료법을 알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해 환자와 함께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불
확실성을 함께 나눔으로써, 환자와 가족과 의사는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선택하고, 행
동할 수 있게 된다.

6) 말뭉치의 규모는 원시 문어 말뭉치 36,879,143 어절, 원시 구어 말뭉치 805,646 어절
로 구성되어 있다. 문어가 구어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본고
가 계량적 연구 방법론을 취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차이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본고가 코퍼스를 연구 대상으로 취하는 이유는 다양한 한국어 자료에서 완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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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흔히 쓰일 만한 완화 표현에 대해서도 역시 이 말뭉치를 토대로 다소 산발적
이나마 검색하여 추가하였다. 아울러, 제한된 텍스트 유형과 부족한 구어자료의 양
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영화 및 드라마 대본을 살펴보았다. 또한, 화자 자
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완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담화 역시 필요한 경우 참고하였다.7) 이러한 텍스트의 선택은 본고의 연구 대상인 
완화 표현이 의료 대화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텍스트에서도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본고의 연구 결과가 널리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1.3. 선행 연구
완화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첫째, 그 개념과 분류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둘

째, 그 사용 원리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먼저, 이론적 연구로는 완화에 대한 언
어학적 연구의 출발점인 ‘헤지(hedge)’8) 개념의 발달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그 외연
이 확장되고 분류가 세분화되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류 기준은 본고의 분류 체계를 세우는 기반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그 사
용 원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손성(politeness)’ 측면에서 헤지의 사용 양상을 다
룬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완화 표현의 효과를 공손성에 한정하지 않지만, 
체면(face)과 공손성 원리에 대한 설명은 본고의 완화 표현의 사용 원리를 설명하
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함이다.
7) 관련 자료는 국회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에 공개된 속기

록에서 발췌하였다.
8) 2.1.2. 완화 표현과 인접 개념들과의 관계에서 후술하겠지만, 본고는 ‘헤지’라는 용어

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원래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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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완화 표현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한 연구

완화 표현에 대한 최초의 언어학적 연구는 ‘헤지’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이 
개념은 Lakoff(1972: 195)에서 ‘대상을 더 모호하게, 혹은 덜 모호하게 만드는 단
어들(words whose job is to make things fuzzier or less fuzzy)’로 정의되었다. 예
컨대, ‘sort of, rather, largely’와 같이 대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단어뿐만 아니라, 
‘strictly speaking, par excellence’와 같이 대상을 덜 모호하게 만드는 단어도 헤지
의 범주에 포함되었다.9) 또한, 논의의 전면에 부각하지는 않았지만, Robin Lakoff와
의 개인적 대화를 통하여 ‘I suppose that’과 같이 특정한 동사나 통사적 구성이 헤
지 수행문(hedged performative)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Lakoff 1972: 
213). 즉, 헤지가 명제 내부의 차원이 아니라 발화 수반력에도 적용될 가능성 또한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단초로 Fraser(1975)는 ‘헤지 수행문(hedged performative)’이라
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Lakoff(1972)에서 단어 차원에 머물러 있
던 헤지 개념을 화행 차원에까지 그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이어, 
Fraser(1980)은 완화(mitigation)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화행이 청자에
게 미칠 수 있는 원치 않은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즉, 기존에 연구
된 헤지를 완화의 한 부분집합으로 상정하고 헤지 이외의 다른 완화 표현을 제시하
였다. 예컨대, ①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 ② 비직접성 표현
(non-immediacy), ③ 부인표현(disclaimer), ④ 삽입동사(parenthetical verb), ⑤ 
부가의문문(tag question)과 함께 ⑥ 헤지(hedge)를 완화의 일종으로 언급하였
다.10) 이 연구는 완화가 단순한 어휘의 삽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9) Fraser(2010: 22)이 지적하였듯이, 최근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헤지에는 ‘I certainly 

do insist that you sit down.’, ‘He is extremely tall.’과 같은 강화(reinforcement) 표
현은 포함되지 않는다.

10) Fraser(1980)이 제시한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간접화행: I must request 
that you leave. (↔ I hereby request that you leave.), ② 비직접성 표현: All 
passengers are required by FAA regulations to fasten their seat belts. (↔ I 
hereby request that you fasten your seat belts.), ③ 부인표현: I hate to do this, 
but …., ④ 삽입동사: This is the right road, I guess., ⑤ 부가의문문: You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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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예들
을 산발적으로 늘어놓고, 그 원리나 체계를 보여주는 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점
이 아쉽다.

Prince et al.(1982: 4)는 헤지로 표현되는 명제 내용 내부의 모호성과, 명제 내
용과 화자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호성을 명확히 이분하여 이해하였다. 그리하
여 전자를 근사어(approximator), 후자를 방패어(shield)로 명명하였다. 이에 따라, 
명제 내용 내부에 작용하는 근사어는 의미론적 진리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명제 내
용과 화자 사이에 작용하는 방패어는 진리조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모호성의 종류가 범주적 모호성이냐 수적 모호성이냐에 따라 근사어를 적용
어(adaptor)와 대략어(rounder)로 분류하였다.11) 예컨대, 범주를 모호하게 하는 적
용어로는 ‘sort of’와 같은 표현을, 수를 모호하게 하는 대략어로는 ‘approximately’
와 같은 표현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패어가 작동하는 원리를 화자 자신의 확실성 
부족에 따른 것이냐 정보의 근원이 타인에게 있느냐에 따라 개연성 방패어
(plausibility shield)와 귀속 방패어(attribution shield)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화자
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개연성 방패어로는 ‘I think’와 같은 표현을, 정보의 근원을 
타인에게 돌리는 귀속 방패어로는 ‘according to’와 같은 표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Lakoff(1972)에서 시작된 헤지 논의의 외연을 넓힘과 동시에, 세밀하
고도 체계적인 분류를 세웠다는 점에서 헤지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헤지 개념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그 외연은 의미론적인 
차원(명제적 헤지, propositional hedging)에서 화용론적인 차원(화행 헤지, speech 
act hedging)으로 확장되었다. 즉, Lakoff(1972)에서 연구된 헤지들은 모두 진술문
에 사용된 것이었고, 그 이후 헤지 수행문 개념이 도입되면서 진술문뿐만 아니라 다
른 수행문에 사용되는 헤지로 확장되었다. 또한, Prince et al.(1982)에 이르러 헤지 
내부에서도 작동 방식에 따라 점차 분류가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
지 살펴본 Lakoff(1972), Fraser(1980), Prince et al.(1982)의 분류를 정리하면 다

there, weren’t you?, ⑥ 헤지: Technically, your home is a multiple family 
dwelling.

11) ‘근사어’, ‘방패어’, ‘적용어’, ‘대략어’라는 번역어는 모두 주지연(2015: 131)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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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표 1>과 같다.

Lakoff(1972) Fraser(1980) Prince et al.(1982) 

헤지 완화 헤지
헤지

근사어 적용어 sort of, somewhat
대략어 about, approximately

(헤지 수행문) 기타 완화12)
방패어 개연성 I think, probably

귀속 according to, so and so says that
헤지(강화) strictly speaking, par excellence

<표 1> 선행 연구에 나타난 완화 표현의 분류

이 외에도 완화 표현의 분류에 대한 논의는 Hübler(1983), Hyland(1998) 등에서 
이루어졌다. Hübler(1983)은 절하(understatement)와 헤지(hedge)를 구별하였는데, 
이는 큰 분류 체계로 보았을 때, Prince et al.(1982)의 근사어(approximator)와 방
패어(shield)의 분류와 유사하다. Hyland(1998)은 헤지를 내용 중심(content-orien
ted) 헤지와 독자 중심(reader-oriented) 헤지로 분류하고, 내용 중심 헤지를 다시 
정확성 중심(accuracy-oriented) 헤지와 필자 중심(writer-oriented) 헤지로 분류
하였다. 이러한 분류에서는 인지 동사(epistemic lexical verb; believe, seem, estim
ate 등)가 모든 헤지 분류에 포함되고, 조동사(modal verb; would, may, could, mig
ht 등)가 정확성 중심 헤지와 필자 중심 헤지에 모두 분류되는 등 하나의 요소가 
여러 범주에 속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Hyland(1998: 186)에서 그 스스로도 분류
의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다. 또한,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필자 중심 헤
12) Fraser(1980)의 논의는 Lakoff(1972)와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Fraser(1980: 344)에서 그 스스로 직접 밝히고 있듯이 Lakoff(1972)의 논의는 단어
로 이루어진 헤지에 국한되어 있고, 모호성과 완화의 기능과 범위는 서로 다르다. 따
라서 <표 1>에서는 Lakoff(1972)의 ‘헤지 수행문’과 Prince et al.(1982)의 ‘개연성 
방패어’가 Fraser(1980)의 ‘기타 완화 표현’과 같은 외연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Fraser(1980)에 포함된 완화 표현들은 Prince et al.(1982)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역시 존재한다. 다만, Fraser(1980)이 논의의 범위를 발화 수반력에까지 
확장시켰음을 보이고자 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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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정확성 중심 헤지가 선택되어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분류하는 기준 역시 
모호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본고가 제시할 완화 표현 체계의 기반이 되는 분류 방식은 Caffi(2007)에서 제시
되었다.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완화가 작용하는 층위를 명제 내용 층위와 발화 수
반력 층위의 이분구조로 보았다. 반면에, Caffi(2007)는 완화 표현을 ‘bush’, ‘hedg
e’, ‘shield’로 삼분하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였다.13) 첫째, ‘bush’란 명제 내용에 작용
하는 완화 표현으로, 지시(reference)와 지시물(referent) 사이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hedge’란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으로 화자와 진리 
사이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shield’란 화시 중심(deictic center)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으로 발화자 혹은 청자를 배경화 ․ 탈초점화하거나 근원을 삭제
하는 것이다. Caffi(2007: 50)은 이 세 층위의 완화 표현이 각각 모호성(vaguenes
s), 간접성(indirectness), 발화 책임의 감소(reduction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utterance)를 낳는다고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완화 표현의 분류 중 가장 세분화된 
Prince et al.(1982)의 분류와 Caffi(2007)의 분류를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
다.

Prince et al.(1982) Caffi(2007)
명제 내용

hedge

approximator adaptor

mitigation

bushrounder
화행 기타 - hedge화자 확실성 shield plausibility

화시 중심 화자 attribution shield기타 -

<표 2> Prince et al.(1982)와 Caffi(2007)의 완화 표현 분류 비교

13) 이를 각각 ‘덤불’, ‘헤지’, ‘방패’ 등의 번역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존 연구
에서 사용된 용어들과 외연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Caffi(2007)
의 용어를 언급할 때에는 이를 영어로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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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를 살펴보면, Caffi(2007)이 Fraser(1975, 1980), Prince et al.(1982), 
Hübler(1983) 등에서 제시된 기존의 이분구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인 ‘shield’를 분리하여 새로운 범주
로 위치시켰다는 점이다. 사실, 이는 Prince et al.(1982)의 귀속 방패어를 부분적으
로 포함한 개념이지만, 귀속 방패어와 개연성 방패어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는 점에서 이 둘은 다른 층위로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개연성 방패어는 
화자 자신의 인식적 불완전성을 드러내지만, 귀속 방패어는 발화의 근원을 화자에게
서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연성 방패어는 인식의 확실성에 따
라 척도적 성격을 지닐 수 있지만, 귀속 방패어는 발화의 근원이 ‘나’로부터 ‘나 아
닌 것’으로 전환되므로 범주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두 개념을 완전히 다
른 층위로 놓은 Caffi(2007)의 분류 방법은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류 체계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한국어 완화 표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준
다는 이점도 지닌다. 즉, 기존에 잘 언급되지 않았던 화시 중심과 관련된 표현들을 
완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요소를 완화 표현과 관련
지어 설명할 가능성이 생겨난다. Caffi(2007: 106)에서 언급되었듯이,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특정한 표현을 더하거나 대치하는 장치가 아니라, 보다 추상
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특정한 단어나 구성이라는 명시적인 언어적 장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bush’와 ‘hedge’에 비해 기존 연구에서 부각되지 않았고, 이를 완
화 표현의 체계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일도 드물었다.

둘째, Prince et al.(1982)가 화자의 진술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더 넓은 
화행을 다룸으로써 완화 표현의 기술을 풍부하게 하였다. 예컨대, Prince et al.(198
2)의 개연성 방패어는 오직 화자의 인식 상태와 관련된 것이고, 귀속 방패어 역시 
화자만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Caffi(2007)의 ‘hedge’ 개념은 화자의 인식 상
태뿐만 아니라 청자의 인식 상태, 화청자의 의지와 욕구, 화자가 화행에 임하는 태
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Caffi(2007)의 ‘shield’ 개념은 화자를 전환시
키는 것뿐만 아니라 ‘청자’와 ‘시공간’을 전환시키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Caffi(2007)의 분류는 본고의 완화 표현을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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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완화 표현의 사용 원리에 대한 연구

앞에서 살펴본 연구는 주로 헤지의 개념과 분류 체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헤지가 사용되는 이유와 그 사용 원리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 헤지가 담화 상황과 발화행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발화의 공손성을 위하여 헤지가 어떻게 사용되는
가와 관련된 것이다.

먼저 Brown & Levinson(1987)은 완화 표현의 사용을 공손성 원리를 이용하여 
화용적으로 분석한 선구적 논의이다. 이들의 공손성 이론은 사회학자 
Goffman(1967)의 ‘체면(face)’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체면은 적극적 체면
(positive face)과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으로 구별되는데, 적극적 체면은 타인
에게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욕구이며, 소극적 체면은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으려는 욕
구이다. 두 체면은 각각 연대감과 독자성이라는 모순적인 성질을 지니며, 대화 참여
자들은 자신과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으려고 협력한다. Brown & 
Levinson(1987)은 이러한 체면 이론을 언어 사용에 적용하여 어떠한 언어 형식이 
체면 보존 작업(face-work)에 이용되는지를 밝혔다. 

예컨대, 요청 화행은 청자가 그 행위를 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아직 하지 않
았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청자가 하지 않은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s: FTA)가 될 수 있다. Brown & Levinson(1987: 
145-146)은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헤지를 사
용하여 화자의 가정을 완화한다고 보았다. 특히, 화행의 적정조건 및 대화의 격률과
의 체계적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헤지 표현의 쓰임을 분석하였다.15)

첫째, 수행문 헤지(performative hedge)를 이용한 것이다(Brown & Levinsonn 
1987: 146). 수행문에 작용하는 헤지는 수행동사에 작용하는 조동사, 부사, 불변화

14) Caffi(1999, 2007)이 완화 표현 연구사에서 지니는 위상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Sbisà(2001), Schneider(2010), Fraser(2010), Mihatsch(2012)를 참고할 수 있다.

15) Brown & Levinson(1987: 290, 미주 36)은 화행의 적정조건을 대화의 격률이 특수
화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진실성 조건은 질의 격률에, 예비 조
건은 관련성의 격률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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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particle), 삽입절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이들은 수행문의 적정조건과 긴밀
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헤지 표현은 이러한 조건의 성립을 유보(suspend)할 수 있
다. 또한, 관습적 간접화행(conventional indirect speech act)도 화행의 적정조건과 
관련된 수행문 헤지로 보았다. 예컨대, 청자에 대한 지시를 청자의 능력에 대한 의
문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시행위의 예비 조건과 관련된다(Brown & Levinson 
1987: 137).

둘째, Grice(1975)가 제시한 대화의 격률에 따라 다양한 헤지 표현이 나타남을 
밝혔다(Brown & Levinson 1987: 164-171). 즉, 화자는 헤지 표현을 이용하여 격
률이 준수되고 있음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격률이 위배됨을 알고 있다고 드러내거
나, 격률의 준수 여부를 질문하기도 한다. 예컨대, 질의 격률과 관련된 헤지는 ‘to 
the best of my recollection’과 같이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믿음을 줄인다. 양의 격
률과 관련된 헤지는 ‘roughly, more or less, approximately’ 등과 같이 정보가 예상
보다 정확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관련성의 격률과 관련된 헤지는 ‘this may not be 
relevant, but…, by the way’ 등과 같이 화제를 전환하거나 화제의 갑작스런 전환에 
대하여 청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방법의 격률과 관련된 헤지는 ‘to be succinct, 
more clearly’ 등과 같은 표현으로 자신의 발화가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명
시한다. 이 모든 헤지 표현들은 협력의 원리를 화자가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
현으로, 공손성의 원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Leech(1983)의 연구는 발화 수반행위의 간접성(indirectness)이 공손성과 긴밀하
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Leech(1983)의 공손성 모형은 세 가지 척도에 
따라 공손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첫째는 비용-편익(cost-benefit) 척도로, 화자에
게 비용이 크고 편익이 작을수록, 청자에게 비용이 작고 편익이 클수록 공손성이 높
아진다. 둘째는 선택권(optionality) 척도로, 청자에게 선택권이 많을수록 공손성이 
높아진다. 셋째는 간접성(indirectness) 척도로, ‘발화 수반행위가 간접적일수록, 그 
발화 수반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Leech 1983: 108)’. 즉, 발화 수반행위를 간
접적으로 만드는 언어적 장치가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Leech(1983, 2014)는 공손성 원리(Politeness Principle, PP)를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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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섯 가지 격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Leech 1983: 132). 첫째, 요령(tact) 
격률은 ‘타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라, [그리고 타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라]’. 둘째, 관
용(generosity) 격률은 ‘화자의 이익을 최소화하라, [그리고 화자의 부담을 최대화
하라]’. 셋째, 칭찬(approbation) 격률은 ‘타인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하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칭찬을 최대화하라]’. 넷째, 겸손(modesty) 격률은 ‘화자에 대한 칭찬
을 최소화하라, [그리고 화자에 대한 비난을 최대화하라]’. 다섯째, 동의
(agreement) 격률은 ‘화자와 타인 사이의 이견을 최소화하라, [그리고 상호 동의를 
최대화하라]’. 여섯째, 공감(sympathy) 격률은 ‘화자와 타인 사이의 반감을 최소화
하라, [그리고 상호 공감을 최대화하라]’.16) 이와 같은 공손성 격률은 완화 표현의 
내용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단어나 문장 층위뿐만 아니라 담화 층위에서 발화가 
구성되는 방식에도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다. Brown & Levinson(1987)과 
Leech(1983, 2014)의 연구는 특정 표현이 어떻게 해서 완화의 효과를 낳는지 설명
하는 해석론적 접근법을 취할 때에 특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

국내의 논의는 완화의 이론적 측면보다는 공손성 책략의 일종으로서의 완화 표현
의 쓰임을 주로 다루었다. 한국어의 공손성 표현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는 조준
학(1980)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통사론이나 의미론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손표
현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문법
적으로 실현된 경어법뿐만 아니라 어휘와 관용표현에까지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손
성과 관련된 화용론적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혜영(2004)는 
공손 표현을 어휘, 통사, 화용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부담, 힘, 친밀도, 격
식성, 성별, 세대’가 공손 표현 판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김명운
(2009)는 공손성의 내용적 기제와 형식적 기제를 설명하면서 완화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공손성’을 문법 형태소로 실현되는 공손법(‘청
자 대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외연을 지닌 것으로 기술하였다. 따
라서 문법 범주에 해당하는 경어법과 화용 범주에 해당하는 공손성 기제가 각각 선
16) 각각의 격률은 대구를 이루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Leech(1983)은 ‘동의를 찾

는 것’보다 ‘이견을 최소화하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소극적 체면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 체면과 관련된 후행하는 격률
은 대괄호 안에 넣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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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됨을 밝혔다.
또한, 학술텍스트와 같은 설득적 글쓰기에 나타난 완화 표현을 대상으로 한 실용

적 연구들도 있다. 특히, 신명선(2006), 신영주(2011), 이준호(2012), 이윤진
(2014) 등은 완화 표현이 공손성뿐만 아니라 상대(청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언
어적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완화 표현이 보이는 언어 특정적 
성격을 부각하여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사례도 많다. 신진원
(2012), 이상임(2014), 김영아(2015) 등은 언어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완화 표현
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밝힘으로써 언어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완화 표현을 살피고 
완화 표현의 번역 문제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다음의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완화 표현의 개념을 두루 살핀 후, 그 분류를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2.1.에서는 완화 표현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특성을 밝힌다. 
이 과정에서 완화 표현과 인접 개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완화 표현이 지니는 다양
한 특징들에 대해 논하게 될 것이다. 2.2.에서는 본고에서 다룰 완화 표현의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이는 본고가 Caffi(2007)의 분류 체계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롭게 세워진 것이다. 아울러, 본고가 분류한 각각의 범주가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완화를 일으키는지도 간단히 살필 것이다. 제2장의 기본적 논의는 뒤이어 한국어 완
화 표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첫 번째 분류인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검토한다. 명제 
내용에 대한 완화 표현은 크게 ‘모호한 지시 표현’과 ‘절하 표현’으로 나누어 각각 
3.1.과 3.2.에서 다룰 것이다. 3.1.에서는 지시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다시 ‘모호한 범
주 지시 표현’과 ‘모호한 수량 지시 표현’으로 보다 세분화할 것이다. 아울러, 모호
성 표현의 의미 지도를 제시함으로써 모호성 표현들과 다른 의미 영역들 사이의 관
계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3.2.에서는 명제의 강도를 절하하는 방법에 따라 ‘정도성



- 15 -

을 절하하는 표현’과 ‘절대성을 절하하는 표현’으로 접근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두 번째 분류인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검토한다. 본

고에서는 화행의 종류에 따라 4.1.에서 ‘단언행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4.2.에서
는 ‘지시행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다룬도록 한다. 각 절은 다시 화행의 적정조
건 중 예비 조건 및 진실성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
다. 이 과정을 통해,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화행에서, 완화가 일어나는 구조적 
방식과 기능적 효과가 유사함을 확인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세 번째 분류인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검토한다. 우선 
화시 중심의 종류에 따라 5.1.에서는 ‘참여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5.2.에서는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다룬다. 그리고 5.1.은 참여자의 종류에 따라 다시 
‘화자에 대한 완화 표현’과 ‘청자에 대한 완화 표현’으로 나누어진다. 5.2.는 전환의 
방향에 따라 현재의 시공간으로부터 ‘과거 세계로 전환하는 완화 표현’과 ‘가능 세계
로 전환하는 완화 표현’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제6장에서는 본 논의를 정리하고, 미진한 점을 밝히면서 본고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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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완화 표현의 개념과 특성
2.1.1. 완화 표현의 개념

‘완화(緩和)’의 사전적 정의는 ‘부드럽고 느슨하게 함’이다.1) 이에 해당하는 영어 
술어 ‘mitigation’ 역시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온화하고 부드럽게 함’ 정도의 의
미를 지닌다.2) 이 용어는 언어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용어로도 사용
된다. 예컨대, 환경 분야에서는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계획과 
정책(environmental mitigation)’ 혹은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을 최소화하는 예방책
(disaster mitigation)’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 분야에서는 ‘계약을 위반할 때 그로 
인해 상대에게 발생할 손실을 경감시킬 의무(mitigation of loss)’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3) 두 분야에서 완화가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이질적이지만, 미래에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언어학에서 사
용되는 완화의 개념 역시 이러한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언어학에서 처음 완화의 개념을 도입한 Fraser(1980: 342)은 완화를 “화행이 청
자에게 미치는 원치 않은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책”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완화가 
일어나는 동기에 따라 이기적(self-serving) 완화와 이타적(altruistic) 완화로 분류
하였다. 이기적 완화는 화행을 통해 발생하게 될 ‘화자를 향한’ 분노나 적개심을 완
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타적 완화는 순전히 청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함’, ≪한국어대사전
≫에서는 ‘급박하거나 긴장된 상태를 부드럽게 누그러뜨림’,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긴장이나 급박한 상태가 느슨하게 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2) ≪온라인 어원 사전(http://www.etymonline.com)≫에 따르면, ‘mitis "gentle, soft" + 
agere "do, make, act"’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라틴어 ‘mitigare’에서 온 것이다.

3) 환경 분야와 법률 분야에서 전문용어로 사용되는 ‘완화(mitigation)’의 용법은 모두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의 ‘Mitigation’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s://en.wikipedia.org/wiki/Mitigation)



- 17 -

기 위한 것이다. 비록 두 완화의 동기는 서로 다르지만 ‘청자’에게 미칠 부정적 효과 
내지는 영향의 완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Holmes(1984: 346)
는 발화 수반력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언급하면서, 완화를 “예상되는 ‘부정적인’ 
화행의 발화 수반력을 ‘약화’시키는 것”4)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Fraser(1980)의 정
의와 큰 차이가 없지만, 약화(attenuating)와 강화(boosting), 긍정적인 화행과 부정
적인 화행이라는 두 축에서 완화의 위치를 설정했다는 점이 새롭다고 할 수 있다.

Caffi(1999)는 기존의 논의가 주로 ‘청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한 것과
는 달리,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에 더욱 주목하였다. Caffi(1999: 882)는 완화를 
‘상호작용의 매개변인 중 하나를 약화시킨 결과(the result of a weakening of one 
of the interactional parameters)’로 정의하였다. 이는 완화의 효과를 청자에만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참여자가 겪을 수 있는 위협을 줄이는 상호작용 상의 관리
(interactional management)로 보았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의보다 넓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청자의 체면 관리뿐만 아니라 대화 참여자 사이의 감정적 유
대, 대화 참여자의 정체성 형성,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위치 조정 등 다양한 매개변
인이 완화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완화 표현을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연루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과 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자가 발화의 강도를 낮추는 언어적 
수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대상은 언어적 수단 중에서도 특정
한 어휘나 문법적 구성이 덧붙거나 대치되어 완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한
정한다.

완화 표현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은 그 범위가 무척 넓다. 예컨대, 척도를 지
니는 어휘 중에서 강도가 약한 단어의 사용, 겸양어나 존대어의 사용 등도 완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파생접사 중에서는 어기의 정도성(강도)을 조절하는 

4) Holmes(1984)는 완화 표현을 운소(하강-상승 억양, 작은 목소리 등), 통사(부가의문
문, 비인칭 구문, 이중 부정 등), 어휘, 담화 장치(‘by the way’와 같이 새로운 담화 
화제를 도입하는 표현)로 나누어 그 예를 상세히 밝혔다. 특히, 어휘적 장치로는 화자
에 작용하는 어휘(‘I guess’ 삽입), 청자에 작용하는 어휘(‘you know’, ‘if you don’t 
mind’), 명제 내용 등 기타에 작용하는 어휘(‘possibly’, ‘reportedly’)로 나누어 기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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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김창섭(1985)에 제시된 ‘-디-’, ‘-다랗-’, ‘-직-’, ‘-으
스름-’은 각각 정도부사 ‘아주’, ‘무던히’, ‘꽤’, ‘약간’에 가까운 정도적 의미를 나타
낼 수 있다. 따라서 ‘둥글-’의 정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화자가 ‘둥그스름하-’라는 
형용사를 사용했다면, ‘-으스름-’의 사용은 마땅히 완화 표현의 범주에 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를 어휘론 혹은 조어법의 소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화자가 발화의 강도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Caffi(2007: 1)의 기본적인 
가정은 중립적인 ‘회색’ 표현은 언어학자의 머릿속에나 있는 것이지, 실제 언어 사용
에서는 다양한 맥락에 따라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화의 강도는 더 강하게 혹은 더 약하게 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화자의 감정과 미묘한 뉘앙스가 언어에 반영되면서 
완화와 강화의 양 끝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요동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긴장을 발
화 수반력의 척도적 측면에 적용하고자 한 개념이 ‘발화의 강도’이다.

그렇다면, 언어학에서 ‘강도(intensity)’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어의 강도에 관
련된 연구로는 Bally(1909)의 문체론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Bally(1909)는 언어 
표현을 관념(idée)과 감정(sentiment)의 복합체로 보아,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
태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언어 이론에서는 어떠한 언어 표현이든 화자의 
정의적(情意的, affective) 측면이 반영되기 마련이다.5) Bally(1909: 174)에 따르면 
어떤 언어 표현은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강조하는 반면에, 어떤 언어 
표현은 그 심각성을 약화하거나 숨기기도 한다. 예컨대, ‘어려운 일’을 나타내기 위
해 ‘difficile(어려운, 힘든)’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것보다 ‘malaisé(곤란한)’나 
‘délicat(미묘한)’라는 형용사를 쓰는 것이 그 강도를 줄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5) 예컨대, 프랑스어의 지소사(diminutive) 사용은 단순히 크기를 줄이거나 논리적으로 
다른 개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뉘앙스를 부가하기도 한다. 즉, 
‘maisonnette(집지소)’이란 표현은 ‘maison(집)’보다 발화자의 감정을 개입시킨 표현이
라는 것이다(Bally 1909: 254-255). 또한, Bally(1909)의 연구는 개별 단어 사이의 
정의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억양이나 통사적 구성이 보이는 정의적 차이에도 집중하였
다. 예컨대, 프랑스어 반과거(imparfait)와 단순과거(passé simple/défini)는 모두 시간
적 선후관계라는 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반과거를 사용하는 것이 사건을 더욱 
예기치 않은 놀라운 것으로 표현한다고 보았다(Bally 1909: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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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강도를 언어의 정의적 측면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언어 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 온 표상적(ideational) 
측면에 가려져 잘 연구되지 않았던 화자의 ‘감정’ 영역을 언어의 ‘강도’와 연결시켰
다. 그러나 그 범위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발화 수반력의 강도에까지 확장되지
는 않았다.

발화 수반력 층위에까지 강도의 범위를 확장하여 논의한 예로는 Strawson(1964)
를 들 수 있다. Strawson(1964: 454-455)는 요청과 간청(entreaty)에 나타난 발
화 수반력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예컨대, “가지 마세요(Don’t go away).”라는 
발화에서, 청자가 머물렀으면 하는 화자의 소망은 다양한 방식(지시, 요청, 간청 등)
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간청은 자신의 의도(청자의 머무름)가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는 믿음 혹은 희망을 반영한다. 이러한 화자의 의도를 청자가 인식
하게 되면 해당 화행의 목적은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즉, 화자의 입장에서는 상
호작용에서 어떠한 강도의 표현을 통하여 화행을 수행해야 맥락에 적절한 발화인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청자의 입장에서도 발화의 강도에 따라 청자가 어떠한 의도
를 지니고 발화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Caffi(2007: 79-80)의 용어를 사용하자
면, 완화 표현의 사용은 이러한 인간의 메타화용적 능력(metapragmatic 
competence)을 기반으로 한다.6)

2.1.2. 완화 표현과 인접 개념들과의 관계

완화 표현은 그 개념의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개념과 관련을 맺어 왔다. 특
히, ‘헤지’, ‘공손성’, ‘완곡 표현(euphemism)’과 같은 개념은 완화 표현과 구별 없이 
섞여 사용되기도 하고,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개념들이 
완화와 역사적으로 어떤 관련을 맺어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6) Caffi(1994)의 정의에 따르면, ‘메타화용적 능력’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의사소통행위
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능력이다. 메타화용론은 진행 중인 상호작용에 대한 조절
(control), 계획(planning), 피드백(feedback)과 관련된 지식(know-how)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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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 다른 개념이나 용어를 도입하지 않고 ‘완
화 표현’을 채택한 이상, 이 선택의 이점과 그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헤지
‘완화’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Fraser(1980)의 출발점은 Lakoff(1972)의 ‘헤지’ 

개념이다. 따라서 두 개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일반 언어학계뿐만 아니라 한
국어학계에서도 ‘헤지’라는 개념은 빈번하게 사용된다. 또한, ‘헤지’ 개념은 발달 과
정에서 그 외연이 확장되면서 완화 표현과 거의 실질적인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
다. 예컨대, Prince et al.(1982), Brown & Levinson(1987) 등의 연구와 국내 대부
분의 논의들(신명선 2006, 신진원 2012, 이준호 2012, 이상임 2014, 이윤진 2014 
등)은 ‘헤지’의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
에서 ‘헤지’ 대신 ‘완화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 사이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헤지’라는 용어는 개념의 
발달 과정에 따라 그 외연이 달라진다. 특히, 외국의 논의를 보았을 때, ‘헤지’는 명
제 내용에 작용하는 경우(Lakoff 1972),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경우(Hübler 
1983, Caffi 1999, 2007), 두 범주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Prince et al. 1982, 
Brown & Levinson 1987 등)로 나누어진다. 물론 상위어로 ‘헤지’를 두고, 그 하위 
범주를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헤지’와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헤지’ 등으로 나누
어 사용하면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 혼란을 미연
에 방지하고, 다양한 층위의 완화 표현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헤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용어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헤지’는 영어로 ‘울타리’라는 뜻으로,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유지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는 ‘hedge one’s bets’이
라는 관용표현에서 유래하였는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기를 양쪽에 걸어 위험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울타리’가 그러한 의미를 지니지도 않고, 
‘헤지’라는 표현이 일상어로 잘 사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직관성도 떨어지고 의미
도 불투명한 외국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직관적인 ‘완화 표현’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21 -

셋째, 특수한 어휘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언어적 장치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다. 종래의 ‘헤지’는 주로 특수한 기능을 가지는 단어들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
다. 하지만 본고의 완화 표현은 개별 단어뿐만 아니라 문법적 구성 혹은 화시 중심
의 전환과 같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적 장치를 다룬다. 따라서 기존의 ‘헤지’
가 가지고 있었던 좁은 범위에서 나아가 더 넓은 차원의 표현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완화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손성
‘공손성’ 역시 완화 표현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다. 선행 연구 검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Brown & Levinson(1987), Leech(1983, 2014), Watts(2003)을 비
롯한 많은 화용론 연구에서 완화 표현은 공손성 원리와 관련하여 연구되었다. 실제
로 언어의 다양한 공손성 책략 중 일부로 완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본고의 완화는 공손성과 언제나 상호 대치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완화와 공손성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가장 초기 연구인 Fraser(1980)에서부터 
시작되었다. Fraser(1980: 343)은 완화의 네 번째 특징으로 공손성과의 차별성을 
들면서, 완화와 공손성은 자주 함께 나타나지만 완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공
손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완화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는 반드시 공
손하다고 보았다. 즉, 완화 표현의 사용이 공손성을 함의한다고 보았다. 
Fraser(1980)의 이러한 지적은 완화 표현과 공손성을 구별하려는 시도로서 일견 타
당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일방향 함의 관계조차 성립하지 않고, 두 요
소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완화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가 
공손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고, 반대로 완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화자가 공손하
게 여겨질 수 있다. 공손성은 완화 표현이 낳을 수 있는 부수적 효과일 뿐이지, 본
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완화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는 사려 깊고, 협력적인 대화 참여자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자와 거리를 두고, 계산적이며, 솔직하지 않은 대화 
참여자로 인식될 수도 있다. 즉, 특정한 문화권 혹은 특정한 상황 맥락에 따라 상대
와 거리를 두거나 상대를 높이는 것보다 대화 참여자 사이의 연대감에 대한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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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공손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공손성은 특정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완
화 표현의 한 효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Rathmayr(1999)에 따르면, 러시아어로는 일상 대화 상황에서 격식을 차
린 표현을 사용하면 위선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공식적인 대화 상황과 
달리 사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이 좋은 대화 참여자의 자질로 
여겨진다. Blum-Kulka(2005)의 연구 역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상호작용을 할 
때, 타인에 대한 침해(infringement)를 방지하는 것보다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우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 ‘과도한’ 공손성은 숨겨진 의도를 지닌 일종의 속임
수(manipulation)로 여겨진다. 예컨대, 남편이 장모에게 극도로 공손한 발화를 한다
면, 이는 장모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명백한 징표로 여겨질 수 있다(Blum-Kulka 
2005: 276). 이 모든 문제는 공손성을 인류 보편의 원칙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그
렇지 않다면 각각의 문화가 어떠한 측면에 무게를 두어 공손성을 규정하는지와 관
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는 반드시 ‘한국어 공손성 표현 연구’와 
대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완곡 표현
공손성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술어로 ‘완곡 표현(婉曲 表

現, euphemism)’이 있다. 이 술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까
지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공손 전략이 언어에 반영된 표
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공손성 표현’과 비교적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조미경(2005), 성미선(2009), 박선현(2009)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금기(taboo)와 관련된 표현을 피하기 위하여 쓰이는 특정한 표현[‘세상을 뜨
다’(死), ‘볼일을 보다’(汚), ‘관계를 가지다’(性)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대역어
인 ‘euphemism’이 영미권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같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석진
주(2011), 채춘옥(2014), 권길호(2015) 등이 있다. 또한, 비교적 이 용어를 초기에 
사용한 김미형(2000)은 두 차원을 구별하지 않고 ‘완곡 표현’의 범주를 정립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한국어학계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개념을 지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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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본고의 연구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 ‘수사법’으
로서의 완곡 표현으로 오해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자의 의
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손성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완
곡 표현이라는 용어는 본고의 연구에 적절하지 않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본고는 
공손성 표현과 완화 표현을 일대일 대응 관계로 보는 시각과 거리를 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1.3. 완화 표현의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완화 표현의 개념에 부합하는 언어적 장치들은 형식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작은 단위로는 음운론적 억양 및 휴지에서부터 큰 단위로는 담화 주제에
서의 이탈(예컨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의 형식이 나타난다. 또한, 그 의미적 특성에서도 ‘모호성’, ‘불확실성’, ‘축소’, 
‘피동’ 등 공통점을 찾기 힘든 매우 상이한 요소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완화 표현은 하나의 기능 범주로 묶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본질적으로 완화 표
현이 발화 맥락과 분리될 수 없고, 화자의 언어의 사용 차원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완화 표현의 특성에 대한 일련의 쟁점들을 다루기로 한다.

(1) 완화 표현의 특성에 대한 쟁점
가. 완화 표현은 단일한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맥락에서든 완화를 수행하는가?

- 완화 표현들 사이의 관습성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 완화 표현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면, 강화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가?

나. 완화 표현은 하나의 발화에 하나만 등장하는가?
- 완화 표현이 하나만 사용되어도 완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여러 
개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 완화 표현은 인간의 언어 능력 가운데 어떠한 부분과 관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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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완화 표현은 단일한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맥락에서든 완화를 수행하는
가?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완화 표현의 순수한 의미
론적 특성이 완화와 관련되는지, 아니면 특정한 발화 맥락에서 함축을 통하여 완화
로 해석되는지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해당 표현이 ‘완화’라는 효과와 얼마
나 높은 수준의 관습성을 지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모호한 지시 표현은 관습성이 낮아 청자의 화용론적 추론을 거쳐 완화 표
현으로 해석된다.

(2) 가. 의사: 그런 게 이상이 없다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원인일 가능
성이 많아서. <의료대화 M07081>

나. 의사: 그냥 갑자기 토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설사하거나 이런 건? <의
료대화 M06045>

(2가)에서 의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모호하게 지시하기 위해서 ‘-나 이런 것’
과 같은 구성을 사용하였다. 이는 명제 내부의 지시를 모호하게 하는 표현으로, 의
사가 다양한 원인 중에서 하나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외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의사는 환자의 병인(病因)을 
정확하게 지시해야 할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킨다. 한편, 청자는 화자의 이러한 모호
한 지시를 통해, 화자의 인식이 불완전하다고 추론(‘완전했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원인을 완전히 제시했을 것이므로’)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이라는 단언 혹은 판단행위의 단정성이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나)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물으면서 ‘-거나 이런/그런 것’과 같
이 명제 내부의 지시를 모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의문의 힘을 
약화시켰다기보다는 모호한 지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관련된 증상을 최대
한 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능을 한다. 즉, 지시의 모호성이 ‘전형적
인’7) 의문의 화행과 어울리면, 발화의 힘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를 
7) 화자가 먼저 정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청자의 확인 혹은 동의를 구하는 확인의문이

나 유사의문의 경우, 단언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양상이 달라진다. 예컨대, ‘스트
레스나 이런 게 원인일 가능성이 많다면서?’와 같은 의문에서, ‘-나 이런 것’은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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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명제 내부의 지시를 모호하게 하는 표현은 특정한 화행과 특정한 맥락에서 청
자의 추론을 통해 함축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비교적 관습성이 높아 다양한 화행에 쓰이면서도 완화의 기능을 발휘하는 
표현도 존재한다.

(3) 가. 의사: 거기에서 좀 식도, 식도에 염증이 심한, 위 식도 역류증이 좀 있으세
요. <의료대화 M06029>

나. 의사: 폐암이 좀 심하셨나 보죠? <의료대화 M06027>
다. 의사: 식사 조절 좀 하셔야지. 일단 좀 운동을 좀 하시고, 약을 좀 드시고, 

운동 좀 하시고 좀 그러는 게. <의료대화 M06030>
라. 의사: 좀 안심이 되세요? <의료대화 M06026>

의사: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의료대화 M06046>

(3)은 모두 완화 표현 ‘좀’이 쓰여 발화의 힘을 완화하는 예들이다. 넓게 보아, (3
가)는 단언, (3나)는 확인, (3다)는 지시, (3라)는 의문의 발화 수반력을 지닌다. 
(3가, 나)는 환자의 사적 영역에 대한 단언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
협할 수 있기 때문에 ‘좀’을 사용하였다. (3다)는 의사가 생활습관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데, 그 행위의 주체가 환자라는 점에서 환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시의 힘을 줄이기 위해 ‘좀’을 사용하였다. (3라)는 의사가 환자의 심리상
태 혹은 통증의 정도를 조심스럽게 묻기 위해서 ‘좀’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좀’
은 (3가, 나)과 같이 정도를 줄이는 부사로 사용되면서 명제 내용에 작용할 수도 있
고, (3다, 라)과 같이 그 자체가 발화 수반력을 줄이는 담화 표지로도 사용될 수 있
는 다의어라고 할 수 있다.8) 이와 같이 다양한 화행과 맥락에서 다양한 층위에 완
화를 수행하는 표현도 존재한다. 따라서 완화 표현에 따라 그 관습성의 정도는 차이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완화하면서 화자가 지닌 정보의 확실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확인의문이
나 유사의문이 지니는 단언의 힘을 줄일 수 있다.

8) 흥미롭게도, 이탈리아어에서도 그 의미가 비슷한 ‘un attimo, un secondo, un po’, un 
pochino’[잠시(만), 조금(만), 약간(만)] 등은 그 관습성의 정도가 높아 다양한 맥락과 
층위에서 사용되는 만능(passe-partout) 완화 표현이다(Caffi 2007: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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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좀’이 관습성의 정도가 높다고 해도, 항상 완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좀’은 맥락에 따라 지시 화행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
다.

(4) 가. 가세요, 좀.
나. 담배 꺼, 좀!
다. 아, 쫌!

(4)의 ‘좀’은 지시의 발화 수반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특히, ‘좀’이 문말에 
위치하고 강조의 억양이 실리는 경우에는 청자에게 완곡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
라 화자의 바람대로 행동하지 않는 청자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심지어 (4
다)에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발화 맥락 속에 주어진 행위를 강하
게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완화 표현은 발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역설적인 양면성을 보이기도 한다.

완화 표현은 자신의 발화행위를 부드럽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역설적
으로 완화의 대상이 된 행위[(4가)의 청자를 이동시키려는 행위, (4나)의 청자의 
흡연을 금지하려는 행위] 그 자체가 잠정적 체면 위협 행위임을 명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완화 표현은 그 자체로 함께 표현되는 행위가 완화되어야 할 정도로 위
협적인 행위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4’) 가. 10분 안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나. 10분 안에 우리 집으로 좀 올 수 있어?
다. 10분 안에 우리 집으로 와 줄 수 있어?

(4’가)는 청자의 행위 능력을 묻는 중립적인 질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지시행위
를 의문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4’나, 다)의 ‘좀’, ‘-어 주
-’와 같은 완화 표현과 함께 사용되면 중립적인 질문보다는 지시행위로 해석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는 해당 완화 표현이 특정 화행과 빈번히 공기하고 함께 관습화
됨에 따라 오히려 화행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예로서, 발화 수반력 명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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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ocutionary force indicating device: IFID)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좀’은 원
래 화행의 예비 조건을 완화하던 표현이 관습화됨에 따라 화행의 본질조건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please’도 관습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지시의 힘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Will you fuck off please? (Aijmer 2015: 137)’ 나 ‘Oh stop 
bouncing please. (Aijmer 2015: 143)’에 쓰인 ‘please’는 지시의 발화 수반력을 강
조하기 위해 사용된 예들이다. 이는 체면을 위협하는 지시행위의 원형(prototype)에 
‘please’가 관습화됨으로써 오히려 지시임을 명시하는 기능으로 발달한 것이다. 따라
서 Aijmer(2015: 143)와 Culpeper(2011: 199)의 지적처럼 ‘please’는 청자에 대한 
분노나 짜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형식적으로 관습화가 덜 된 표현들은 관습화된 완화 표현들과 유사한 의미
를 지니더라도 발화 수반력 명시 장치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관습화된 완화 표현과 
쉽게 어울리지도 않는다. 즉, 형식적 관습성도 완화 표현의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4’’) 가. 10분 안에 우리 집으로 올 능력이 있어? / 오는 게 가능해?
나. 10분 안에 우리 집으로 ?좀 올 능력이 있어? / ?좀 오는 게 가능해?

(4’’가)는 ‘-을 수 있-’과 유사한 의미의 ‘-을 능력이 있-’, ‘-는 것이 가능하-’와 
같은 표현으로 (4’가)를 대치한 것이다. 이 경우, 지시행위의 간접성을 늘리는 수단
이라기보다는 청자의 능력에 대한 중립적 질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4’’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또 다른 완화 표현 ‘좀’과 어울리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이 역시 지시행위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지시의 발화 수반력 명시장치로 
관습화된 ‘좀’과 지시행위의 완화 표현으로 관습화되지 않은 ‘-을 능력이 있-’, ‘-
는 것이 가능하-’가 어울리지 못하고 충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완화 표현은 하나의 발화에 하나만 나타나는가? 여러 표현이 동시에 나타
난다면, 그것은 어떠한 언어학적 함의를 지니는가? 물론, 하나의 발화에 완화 표현
에 해당하는 어휘 혹은 문법적 구성이 하나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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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완화 표현은 그 종류가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5) 가. 의사: 틈틈이 좀 걸으시고 운동하시고 그러세요. <의료대화 M07056>
나. 의사: 이게 간이거든요? 간에 뭐 혹이 보이시거나 이러신 건 아닌 거 같아

요. <의료대화 M07059>

(5)는 모두 다양한 층위의 완화 표현이 한 발화에 복합적으로 나타난 예이다. (5
가)는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좀’과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고 그러-’, (5나)는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피동사 ‘보이-’와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거나 이러-’,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뭐’, ‘-은 것 같-’이 함께 쓰여 전체 발화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이탈리아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완화 표현의 복합성은 
널리 지적되어 왔다. Salager-Meyer(1994)는 의료 영어 문어 담화(Medical 
English Written Discourse)를 분석하여 헤지가 병렬적으로 구성된 복합 헤지
(compound hedge)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이중 헤지(double hedge, ‘It 
may suggest that’), 삼중 헤지(treble hedge, ‘It would seem likely that’), 사중 
헤지(quadruple hedge, ‘It would seem somewhat unlikely that’) 등이 연구 논문과 
사례 보고에 모두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Caffi(2007: 104-106) 역시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과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이 결합(combination of bushes and hedges)하여 쓰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6) D: magari è un periodo così - va a sapere – qualcosa del genere.
‘maybe it’s a period like that(a sort of bad moment) – who knows – 
something like that.’ (Caffi 2007: 105)

의사: 아마도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 걸.

(6)에는 ‘magari’, ‘va a sapere’라는 발화 수반력을 완화하는 표현과 함께,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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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o così’, ‘qualcosa del genere’라는 명제 내용을 모호하게 하는 표현이 쓰여서 
단언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는 지적 권력을 약화시키면서, 환자와
의 사회적 대칭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명제 내용을 모호하게 하는 완화 표현은 주
로 문제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은 단언의 힘을 낮추어 가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의사의 의
견 역시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면서 절대적 권위는 약화되고, 의사는 
환자와 조금 더 친밀하고 동등한 존재가 되어 ‘치료’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동반자
로 자리매김한다.

이처럼 하나의 발화에는 작용 범위가 서로 다른 완화 표현이 함께 사용될 수 있
다. 이들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태도, 감정적 인접성, 청자와의 관계, 상호관계
에서 자신이 취하고 싶은 정체성 등 다양한 요소와 복합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이
는 단어 차원의 일차원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언어의 다양한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완화가 단순히 ‘강화’와 대비되는 이분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발화의 강도라는 척도 위에 존재하고, 화자가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도성과 관련하여, 유혜령(2010)의 공손성 논의에서도 비슷한 관찰이 이
루어졌다. 유혜령(2010: 403-404)은 공손 실현 요소들이 많이 결합한 공손 표지일
수록 상대적으로 공손성이 더 높게 실현된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이 컴퓨터를 고
쳐 주시면 안 되겠어요?”가 “이 컴퓨터를 고쳐 주세요.”보다 공손 실현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욱 공손한 발화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본고는 완화 표현을 공손성의 시각
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공손성이 [+공손]과 [-공손]의 이분적 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고, 정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아울러, 본고의 완화 개념이 적
용되는 발화의 강도 역시 본질적으로 정도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와 동일
하다고 본다.

셋째로, 완화 표현은 인간의 언어 능력 가운데 어떠한 부분과 관련되는가? 이는 
본고의 연구가 지니는 언어학적 함의와 관련된다. 완화 표현은 기본적으로 명제 내
용의 적절성보다는 해당 명제를 발화하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즉, 완화 
표현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 ․ 감정적 측면이다. 따라서 완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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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화하는 화자와 이를 받아들이는 청자는 완화 표현이 표현하는 태도가 발화 맥
락에서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메타화용적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완화 표
현은 인간의 이러한 언어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메타언어적 기능이 언어 형식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메타화용적 능력은 해
당 언어 형식이 일으키는 효과와 관련된다. 즉, 담화 상황에서 화자가 특정 언어 형
식을 사용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7, 8)과 같이 
해당 언어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담화 맥락에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7) 증인: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기억이 자꾸 왔다갔다 하신다고 하면 안 돼

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냐, 없냐만 답
하세요.

(8) 위원: 2006년에 어머니랑 같이 안 살았어요?
증인: 제가 그 해에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웃음) <제346회-제5차 국정조사(’16. 12. 

7.)>

(7)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반복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발화에 책
임성을 줄이는 표현(‘제가 기억하기로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위원은 
이러한 증인의 언어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증인의 발화 태
도가 청문회라는 상황 맥락에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8)에서 위원이 증인에게 던진 질문은 복잡한 추론이나, 주변인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증인은 ‘-걸로 알고 있-’과 같은 완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기대와 다
른 형식의 답변을 취하였다. 특히, ‘-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결혼 사실 여부를 
불확실한 것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위원은 증인의 발화 형식을 그대로 재질문하면
서 웃음을 보인 것이다.

(7)과 (8)에서 의원들이 해당 발화를 반복하면서, 그러한 표현의 사용에 의문을 



- 31 -

제기하는 것은 증인이 발화한 문장의 문법성이나 의미의 적절성에 대한 것이 아니
라, 담화 맥락에서 명제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의 적절성에 대한 것이다. 즉, 증인이 
발화하는 명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임에도 거리를 두고, 책임을 경감시키는 완화 표
현의 사용이 부적절함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는 대화 참여자들이 메타화용적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과 대화 상대의 발화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2. 완화 표현의 분류
2.1.에서 살펴보았듯이, 완화 표현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

다. 이렇게 개념의 외연이 제각기 다른 것은 연구자 나름의 기준에 따라 완화 표현
을 수집하고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범주로 해석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여러 완화 표현이 함께 
어울려 복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다의성을 지닌 하나의 표현이 여러 층위에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서로 다른 층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2.1.3.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표현이 다의성을 가지고 다양한 층위에 작
용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각의 완화 표현
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분류의 근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완화 
표현 범주들이 보이는 작동 방식은 그들의 형식적 특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
이다. 해석론적 관점에서는 각각의 표현이 어떻게 ‘완화’의 효과를 낳는지 설명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완화 표현 각각의 기제를 분석하고 그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완화 표현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본고는 1.3.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affi(2007)의 삼분체계를 기반으로 한국어 
완화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Caffi(2007)의 삼분체계는 ‘bush’, ‘hedge’, ‘shield’로, 
완화가 작용하는 대상에 따라 각각 명제 내용, 발화 수반력,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 32 -

것으로 나뉜다. 본고에서는 ‘bush’, ‘hedge’, ‘shield’와 같은 은유를 통한 용어를 사
용하지 않고 각각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이라는 투명하고 직관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세 층위 중에서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과 ‘발화 수반력에 작용
하는 완화 표현’은 언제나 명백히 구별되지는 않는다. 특히, 의미론을 벗어난 화용론 
층위에서는 구별이 매우 어려워지는데, 이는 명제 내용의 모호한 지시나 절하가 사
실상 화행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다의적 어휘 요소가 명제 
내부를 완화하기도 하고, 발화 수반력을 완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한국어 담화표지 ‘좀’은 위와 같은 체계 내에서 범주 확장을 보이는 예라
고 할 수 있다. 손세모돌(1989), 주경희(2000), 안주호(2010), 장경현(2016) 등에
서 언급된 ‘좀’의 기능은 준말이 되기 전의 ‘조금’과는 다른 기능을 한다. 본래 ‘조
금’이 지니는 명제 내부의 축소, 범위 한정의 의미가 ‘좀’의 경우에는 명령이나 요청
의 발화 수반력을 약화시키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Leech(1983: 132)의 요령 격률(tact maxim)]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조금’이 발화 수반력을 약화시키는 담화표지로 사용되면 더 이
상 양의 적음이나 정도의 낮음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9) 이는 두 범주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반면,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나머지 두 범주와 달리 몇 가지 점에
서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어휘 요소의 삽입이 아니라 통사적 구조의 변
형에서 일어나는 등 추상적 차원에서 실현된다. 둘째, 척도적 성격이 아니라 범주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척도상의 조정이 아니라 범주적 ‘전환’(I → non-I)이 일어난
다.

9) 다른 언어의 비슷한 예로, 타밀어에서 ‘조금’이라는 의미를 지닌 ‘koncam’이 ‘please’의 
뜻을 지니는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으로 쓰인다는 언급도 확인할 수 있다
(Brown & Levinson 198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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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명제에 포함된 개체나 술어에 작용한다. 이는 
Caffi(2007: 98)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덤불’이라는 뜻의 ‘bush’로 명명되었다. 기
존의 헤지 연구가 이들을 의미적 개념에 국한시켜 연구했던 것에 반해, ‘bush’라는 
용어는 발화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숨기는’ 화용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등
장한 것이다. 또한,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과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
화 표현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헤지’라고 명명해 온 것이 많은 오해를 불러왔기 때
문에 새로운 용어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Caffi 2007: 98-99).

Caffi(2007)은 ‘bush’가 작용하는 범위를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개체에 대
한 지시(reference)와 술어에 대한 지시(predication)로 나누어, 각각을 모호하게 하
는 표현들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이와 달리 구성 
요소가 아닌 작동 방식에 따라 모호성(vagueness) 표현과 절하(understatement) 표
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호성 표현과 절하 표현은 발화의 힘을 낮추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모호성 표현이 지시의 범위를 늘려 표현함으로써 화자 인식의 확실성을 줄이는 것
이라면, 절하 표현은 그 자체로 개체의 크기나 술어의 정도성을 한정하거나 절대성
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호성에 의한 완화는 청자의 추론을 통해서 함축
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절하에 의한 완화는 그 자체가 의미적으로 개체나 술어를 
약화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10)

둘째, 개체 층위에 작용하는 표현과 술어 층위에 작용하는 표현 사이에 나타나는 
형식적 ․ 기능적 유사성을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적 형식은 오히려 완화가 
일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완화가 일어나는 방식이 비
슷하다면, 개체에 작용하든 술어에 작용하든 그 작용 대상과 관계없이 비슷한 형식
10) Caffi(2007)에서 절하 표현 역시 명제 내용의 일부를 모호하게 하는 표현이라는 점

에서 이를 ‘bush’의 일종으로 다룬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본고가 이를 모
호성 표현으로부터 분리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두 표현이 완화의 효과를 낳는 
기제가 다르기 때문이고, 이를 실현하는 언어적 수단의 형식적 특성 또한 매우 이질적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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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작용 대상에 따라 개체 지시와 술어 지시로 분류를 
나누기보다는 작용 방식에 따라 먼저 하위분류하고, 그 이후에 문법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상세히 밝히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류라고 판단되었다.

 모호한 지시 표현
모호성을 이용한 완화 표현은 화자가 해당 지시체나 술어에 대한 확실성이 없음

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명제 전체의 진리성에 대한 믿음을 감소시킨다. Caffi(2007: 
58)의 용어를 따르자면, 화자는 지시의 모호성을 이용하여 지시 외연의 정확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바로 그러한 지시행위의 정확성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해당 명
제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보증(epistemic endorsement)을 감소시킨
다. 이러한 책임 경감(deresponsibilization)은 결국 발화의 맥락적 타당성
(contextual appropriateness)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모호한 지시 표현은 Grice(1968)의 분류에 따르면 의미적 층위의 문장 의
미(sentence meaning)인 ‘모호성’이 화용적 층위의 발화 의미(utterance meaning) 
혹은 발화자의 의미(utterer’s meaning)인 ‘완화’로 전환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
다.

명제 내용의 모호성이 발화 수반력의 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세계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로도 뒷받침된다. 발칸 반도 인근 지역에서 주
로 쓰이는 남슬라브어군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비한정 대명사(indefinite pronoun) 
‘nešto’는 완화 표지(mitigation marker)로 문법화되어 쓰인다. Bužarovska(2007)은 
이를 다루면서 이러한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기제와 각 의미가 어떤 관련성을 지니
는지 살펴보았다. ‘nešto’의 비한정적 의미는 외연을 확대하게 되고, 이는 화자가 개
체 혹은 사건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피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서, 개
체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해당 명제에 대한 진리치를 
화자가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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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Jas  gledam          nešto.
I    see.1SG.PRES   something
‘I see something.’ (Bužarovska 2007: 379)
(나는) 무언가가 보인다.

나. Nešto      ne    mi           e    dobro.
something  not   1SG.DAT.CL  is   well
‘I don’t feel quite well.’ (Bužarovska 2007: 380)
나는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9가)의 ‘nešto’는 비한정 대명사로 쓰인 것이고, (9나)의 ‘nešto’는 단언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 변화는 (9가)의 부정(不定)의 개체/사건
(indeterminate object/event)으로부터 (9나)의 화자의 불확실성(indeterminacy, 
uncertainty of the speaker)으로 진행되었다(Bužarovska 2007: 380). 즉, 주관화
(subjectification) 과정을 통해 지시적 부정성이 화자의 ‘주관적’ 부정성으로 전이된 
변화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슬라브어에서도 비슷한 용법(러시아어의 ‘čto-to’, 
폴란드어의 ‘coś’)이 발견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보편적인 인지 기제로 촉
발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Bužarovska 2007: 401).

모호한 지시 표현은 화용적으로는 Austin(1962: 15)의 수행문에 대한 적정조건 
중 ‘B. 2. 절차는 “완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The procedure must be executed 
completely).’는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음을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 된
다. 예컨대, 단언을 수행하는 경우, 명제 내용에 모호한 지시가 포함되면 그만큼 전
달되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 전달을 수행하게 된다. 지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제 내용이 모호하면 청자에게 부과되는 행위의 명
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완전한 행위를 지시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절하 표현
절하 표현은 개체나 술어가 지니는 정도성이나 절대성을 줄이는 수단이다. 예컨

대, ‘작은’, ‘조그마한’과 같이 개체의 크기나 가치를 축소하는 표현과, ‘약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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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술어의 정도성을 약화시키는 부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개체나 술어를 
절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해당 발화가 속한 담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가끔’, ‘간혹’과 같은 부사는 명제가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는 빈도를 절
하시킴으로써, 해당 명제가 실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환기한다. 같은 이
유로 ‘-은/는 편이-’와 같은 경향성 표현은 해당 명제가 현실 세계에서 언제나 참
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발화의 절대성을 절하하는 효과가 있다.

(10) D: le do uno sciroppino da prendere.
‘I give you a cough syrup+DIM to take.’ (Caffi 2007: 99)

의사: 기침용 시럽 조금 드릴게요.

(10)은 이탈리아어에서 매우 풍부한 쓰임을 보이는 지소사(diminutive)가 절하 표
현으로 사용된 예이다.11) 발화자인 의사는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대신에 지소사를 
사용하여 ‘처방’이란 행위 자체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의료 
상황에서 지닐 수 있는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완화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Caffi(2007: 100)은 이와 같이 지소사의 사용이 처방
의 힘을 완화하고, 친교적인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2.2.2.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화행의 힘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Caffi(2007)은 이것만을 ‘hedge’라고 하였다. Lakoff(1972), Fraser(1980)의 ‘헤지 
수행문’, Brown & Levinson(1987)의 ‘발화 수반력에 미치는 헤지(hedges on 
11) Caffi(2007)에서는 지소사 역시 개체 지시를 모호하게 하는 모호한 지시 표현의 일

종으로 다루어졌다. 지소사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들은 ‘little tuberculosis’, ‘little 
problem’과 같이 지시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완화를 수행한다(Caffi 2007: 
230). 한국어의 지소 표현에 대해서는 본고의 3.2.1.1.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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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ocutionary force)’, Hübler(1983)의 ‘헤지’와 같은 용어가 이에 해당하는 범주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컨대,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경감시킴으로써 단언행
위의 힘을 약화시켜 일종의 가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에 속한다. 또한, 지시행위를 
청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안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발화 수반력을 완화하
는 대표적인 방법이다.12)

Caffi(2007)은 완화가 미치는 화행의 종류에 따라  단언행위에 작용하는 완화
(tempering mitigation)와  지시행위에 작용하는 완화(lenitive mitigation)로 나누었
다. 이들을 각각의 화행과 관련된 양태 범주의 이름을 따서, 인식에 대한 완화
(epistemic mitigation)와 의무에 대한 완화(deontic mitig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 종류의 완화는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완화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
적, 기능적 유사성을 보인다.

첫째, 두 완화는 모두 어떠한 행위에 대한 화자의 주장을 약화시킨다. 다만 해당 
행위의 어떤 요소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약화되느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단언
행위에 작용하는 완화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리성(truth)’에 대한 주장과 이에 따르
는 ‘화자의 의무’를 감소시킨다. 반면, 지시행위에 작용하는 완화는 해당 행위에 대
한 ‘정당성(validity)’에 대한 주장과 이에 따르는 ‘청자의 의무’를 감소시킨다.

둘째, 두 완화는 모두 화행의 적정조건을 조정함에 따라 일어난다. 예컨대, 화행
의 예비 조건이 완전히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혹은 가정적인 것으로 표현되면 완화
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화행 이론의 틀을 사용하여 두 종류의 완화가 지니는 구조
적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두 완화는 모두 동일한 기능적 동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의료 담
12) 지시행위는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손성과 관련되어 가장 많

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청자가 화자보다 힘에서 우위에 있을 때, 청자와 화자 사이의 
거리가 멀 때, 행위의 비용이 클 때, 그 위협 정도가 강해진다. Blum-Kulka et 
al.(1989: 18)는 요청화행을 간접성의 척도에 따라 아홉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크게 직접 전략, 관습적 간접 전략, 비관습적 간접 전략으로 분류된다. 직접 전략은 직
접적 언어 요소(명령법, 수행동사)를 통해서 발화 수반력이 바로 도출되며, 관습적 간
접 전략은 발화의 의미적 내용이나 관습적 용법으로 발화 수반력이 해석된다. 반면, 
비관습적 간접 전략은 맥락에 강하게 의존하여 해석된다. 본고는 특정한 언어 표현에 
의해서 도출되는 완화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직접 전략과 관습적 간접 
전략에 해당하는 것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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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하여 두 종
류의 완화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의료 담화에서 의사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
거나(진단), 명령을 내리는(처방)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치료’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 동반자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위를 
약화시킴으로써 환자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11) 가. D: io le proporrei se vuole una medicina apposta …
‘I’d propose to you if you want a special medicine’ (Caffi 2007: 102)
의사: 특별한 약을 원하시면 권해드릴게요.

나. D: probabilmente è una conseguenza di un problema intestinale …
‘probably it is a consequence of an intestinal problem’ (Caffi 2007: 
103)
의사: 아마도 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11가)는 조건법 ‘proporrei’를 이용하여 명시적 수행문의 발화 수반력을 낮추고, 청
자의 의향을 조건문으로 도입(‘se vuole’)하여 청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
로 발화 수반력을 완화하고 있다. (11나)는 양태부사 ‘probabilmente’를 도입하면서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 판단행위의 일종인 진단이 
가정으로 격하됨으로써 발화 수반력이 완화된다. (11가)와 (11나)는 각각 지시와 
단언이라는 다른 화행을 수행하고 있지만, 완화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모두 의사의 
지적 권력과 그에 따른 사회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본고는 Caffi(2007)의 이러한 분류를 수용하되, 지시행위에 언약행위
(commissive)도 함께 포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언약행위 역시 
자기 자신에게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지시행위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임동훈(2008: 232-233)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화행 모두 의지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 의무 양태와 관련된다는 점, 실현
성(actualization)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둘째, 경험적으
로도 지시행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이 언약행위에도 그대로 쓰여 언약의 힘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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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시행위와 언약행위의 적정조건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에 관해서는 4.2.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2.3.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발화의 ‘나/너-여기-지금’을 대상으로 한 것
이다. Caffi(2007)은 이를 ‘shield’라고 명명하여 화행의 근원을 숨기고, 변장시키고, 
삭제하는 장치라고 보았다. Caffi(2007: 66, 106)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는 
Greimas & Courtés(1979)의 ‘분리(débrayage)’, Brown & Levinson(1987: 273)의 
‘비인칭화 기제(impersonalization mechanisms)’ 개념과 유사하다. 

먼저, Greimas & Courtés(1979: 79)의 기호학 사전에는 ‘débrayage’가 ‘개별 발
화를 분리해서 발화행위 자체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작동’이라 정의되어 있다. 즉, 
발화행위가 기반하고 있는 ‘나/너, 여기, 지금’의 화시 중심으로부터 발화를 분리시
키는 것이다. 이는 ‘행위자’, ‘시간’, ‘공간’이라는 화시 중심 중에서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하느냐에 따라 ‘débrayage actantiel(행위자 분리)’, ‘débrayage temporel(시간
적 분리)’, ‘débrayage spatial(공간적 분리)’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Brown & Levinson(1987: 274)은 피동 구문이 공손성을 목적으로 사
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즉, 해당 행동에 책임이 있는 주어를 언급하기 곤란한 상
황에서 피동 구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어의 ‘si’, 영어의 ‘one’
을 사용하는 비인칭 구문도 주어로부터 책임을 제거하여 직접적인 지시를 막기 위
해 사용된다고 보았다.

 참여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참여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발화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에 작용하는 것이

다. ‘화자’에 대한 완화는 행위자를 화자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린다. 이는 
화자를 단순히 삭제하거나, 비인칭 구문으로 만들거나, 행위주 없는 피동 구문으로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청자’에 대한 완화도 비인칭 주어(프랑스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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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이탈리어의 uno/a나 si)나 피동 구문 등을 이용한 객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화행에 대한 책임은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사라진다. 

Caffi(2007)이 제시하고 있는 ‘화자’와 ‘청자’를 완화하는 예는 다음 (12)와 같다.

(12) 가. D: c’è un’i:perplasia estrogenica – c’è scritto qui.
‘there’s an estrogenic hyperplasia – it is written here.’ (Caffi 2007: 
107)
의사: 에스트로겐 분비과다가 있어요. 여기에 쓰여 있어요.

나. D: quando uno diventa nervoso fa così.
‘when one gets nervous one acts that way.’ (Caffi 2007: 110)
의사: 사람이 긴장하면 그렇게 행동하기 마련이에요.

(12가)는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책임을 의사 개인이 아닌 진단서라는 
비인격체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서 화자 자신과의 관련성을 탈초점화하면서, 
해당 명제를 문자로 기록된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표현하고 있다. ‘청자’ 역
시 발화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청자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질병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보호하고 있다.

(12나)는 ‘uno’라는 비인칭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명제에 표현된 행위가 마치 청
자의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행위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서 청자
와의 관련성은 탈초점화되고 발화는 단지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지
게 된다.

화자의 책임을 완화하거나 화청자의 연대를 강화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1인칭 
복수형의 사용도 주목된다. 예컨대, ‘청자 배제’ 1인칭 복수형은 의사 개인의 행위를 
마치 의료진 전체 혹은 의료 제도 전체가 행위주인 것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서 
발화에 대한 화자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흐린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청자 포
함’ 1인칭 복수형은 화청자의 연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화자 자신의 진단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청자가 지는 의
무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와 관련된 Caffi(2007)의 예는 다음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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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 D: we are going to discharge you on Saturday. (Caffi 2007: 108)
의사: 저희가 환자분 토요일에 퇴원시켜 드릴게요.

나. D: dobbiamo fare una radiografia dell’articolazione del femore con l’anca.
‘we’ll have to do an X-ray of the hip joint.’ (Caffi 2007: 112)
의사: 우리가 고관절 엑스레이 촬영해야 할 거예요.

(13가)는 ‘청자 배제’ 1인칭 복수형이 쓰인 예로, 화자인 의사 개인의 결정이지만 
이를 자신을 포함한 의료진 전체의 행위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행위의 책임을 화
자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다. (13나)는 ‘청자 포함’ 1인칭 복수형이 쓰인 것으로, 엑
스레이 찍기를 지시하는 ‘화자’를 감추고, 동시에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하는 ‘청자’를 
감춘다. 이는 청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피하면서 청자의 의무도 경감시키는 방책이라
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Caffi(2007)의 분류를 따르되, 화자에게 작용하는 표현과 청자에
게 작용하는 표현을 완전히 구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Caffi(2007)은 참여자에 작
용하는 완화 표현(actantial deictic shield)을 다루면서, 화자와 청자에 작용하는 것
을 하나로 묶어서 보았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화자와 청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
현의 형식적 방법이 유사한 것(특히, 피동 표현)도 있지만 이질적인 것이 더 많다. 
특히, Caffi(2007)의 연구 대상이 되는 이탈리아어에 존재하지 않는 ‘자기인용 구
문’, ‘1인칭 의도 어미 사용’과 같은 방책은 화자와 청자에 작용하는 것을 각각 나누
어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두 분류의 형식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사용 동
기도 다르기 때문이다.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시공간(spatio-temporal)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발화를 발화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시공간인 ‘현재-여기’와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Caffi(2007)은 이러
한 방책으로, 양태 비완결(modal imperfect), 과거 세계로의 전환(narrativization), 
가능 세계로의 전환(eventualization)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완화 표현에 비
하여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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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상황으로부터 발화를 분리시키는 것이 발화와 화청자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도
록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Caffi(2007)에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시공간적 화시 중심의 
전환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다. 첫째, 시제의 비시제적 의미가 낳는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로망스어의 소위 ‘양태 비완결’ 또는 
‘공손 비완결’에 집중되어 있다. Imbs(1960)은 프랑스어의 반과거(imparfait, 비완결 
과거) 시제가 공손성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찰은 
Imbs(1960)뿐만 아니라 Berthonneau & Kleiber(1994), Detges(2010), 
Caudal(2012) 등 많은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에도 
활용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Imbs(1960: 97)은 이러한 반과거 시제의 효
과가, ‘과거’의 시간적 거리가 은유적으로 ‘화자’와의 거리로 확장되어 해석되기 때문
이라고 보았다.

(14) Je voulais vous poser une question.
‘I wanted to ask you a question.’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14)는 반과거 시제를 이용하여, 현재 시제를 이용하는 것보다 청자에게 부담을 덜 
주는 완화 표현으로 해석된다. 즉, 현재 시제는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는 반면, 반과거 시제는 발화(‘과거’)와 발화 상황(‘현재’) 사이의 시간
적 거리가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
다.

둘째, 서법이 지니는 양태 의미가 완화의 효과를 낳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Haverkate(1992)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의 조건법은 [+과거]와 [+미래]라는 두 자
질의 복합체인데, 이에 따라 화시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렇게 얻어진 거리는 대화 참여자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결국 완화의 효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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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 We could say that this point of view is rather conservative. (Haverkate 
1992: 510)
이 관점은 꽤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Would you warn my mother, please? (Haverkate 1992: 514)
우리 엄마한테 경고 좀 해 주실래요?

(15)는 모두 조건법 동사(‘could’, ‘would’)를 사용하여 발화 수반력을 완화하고 있
다. (15가)는 단언행위에서 화자의 의견을 가정처럼 표현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의
견을 청자에게 더 잘 수용되도록 하는 전략적 쓰임이라고 할 수 있다. (15나)는 지
시행위에서 청자의 의향을 묻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시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직설법 ‘will’에 비해 조건법 ‘would’를 사용하면, 가정적 의미를 더하므로 청자
가 해당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려 완곡한 지시를 수행한다.

셋째, 화자의 심리가 시제 선택에 반영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이다. 
Randriamasimanana(1987)은 화자의 관점에 따라 조정되는 발화와 화시 중심 사이
의 거리가 화자 자신과 발화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화자
가 자신과 해당 발화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시제를 선택한다는 것이
다.

(16) 가. Oui, Je viens ! 가’. Oui, Je viendrai !
‘Yes, I’m coming!’ ‘Yes, I will come!’
응, 간다! 응, 갈게!

나. John said that the earth was flat.
존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했어.   (Randriamasimanana 1987: 195, 197)

(16가)와 (16가’)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각각 현재시제와 미래시제로 표현한 것
이다. Randriamasimanana(1987)은 이러한 시제 선택이 미래 행위에 대한 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즉, 발화 상황과 가까운 현재 시제는 더욱 강한 확실성을 부여
하고, 발화 상황과 거리를 두는 미래 시제는 약한 확실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16
나)는 John의 말을 인용하면서, 화자 자신은 인용문의 진리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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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의미로 현재 시제(‘is’)가 아니라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시제는 
화자와 발화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방책이 사용된 완화의 예를 연구 대상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
었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에서도 시제나 서법 요소를 이용하여 발화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예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Caffi(2007)의 분류 체계에서 
연구된 것과는 달리 매우 한정된 방책들만을 포함하게 되었다. 본고는 한국어에서 
이러한 방책이 완화를 사용하는 데에 쓰이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개별 언어가 가지는 서법 체계와 그를 실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Haverkate(1992)의 연구는 서법이 동사의 굴절로 실현되는 언어인 인구어를 대상
으로 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어는 굴절 범주로서 조건법이나 접속법이 존재하지 않
는 언어이다. 따라서 인구어의 해당 서법이 ‘완화’ 혹은 ‘공손’의 효과를 지닌다고 할
지라도, 서법 범주와 이를 표현하는 형식이 완전히 다른 한국어에서는 애초에 그러
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개별 언어가 가지는 시제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Imbs(1960)은 비완결 
과거가 지니는 ‘과거’의 속성이 완화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
확히 말하면, 이는 ‘과거’의 효과로 보기 힘들다. 이것이 정말로 ‘과거’의 문제라면, 
프랑스어에서 완결 과거를 나타내는 복합과거나 대과거 시제에는 왜 이러한 완화의 
효과가 없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Berthonneau & Kleiber(1994)는 이것이 ‘과
거’가 지니는 거리의 은유적 효과가 아니라 ‘반과거’의 비완결성이 낳는 함축이라고 
분석한다. 즉, 비완결 과거는 끝점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화 시점에 여전히 해
당 상황이 지속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음’이라는 함축을 갖는다. 따라서 끝점이 과거
로 정해진 완결 과거가 현재 지시에 쓰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반과거는 ‘완화된 
현재 지시’에 사용될 수 있다. 반면, 한국어는 과거 시제(‘-었-’)가 비완결상과 완
결상으로 구별된 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애초에 이러한 효과를 노릴 수 없
다.

셋째, 개별 언어의 시제 요소가 지닌 함축이 완전히 보편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어의 과거 시제가 프랑스어처럼 비완결상과 완결상으로 구별된 체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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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도, 비완결 과거가 그대로 발화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완화’ 혹은 ‘공손’의 의미가 비완결 과거라는 시제 범주의 
필수적인 ‘의미 성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지 모른다’)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시제 요소가 지니는 함축, 그리
고 그러한 함축이 관습화된 용법들은 개별 언어에 따라 이질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고는 위와 같이 시제 요소나 서법 요소가 완화로 해석되는 예에 한국어를 그대로 
끼워 넣는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Caffi(2007)이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의 방책으로 제시한 것 중에 ‘양태 
비완결’과 관련된 요소들은 분류에 포함시킬 수 없다. 반면, ‘과거 세계로의 전환
(narrativization)’과 ‘가능 세계로의 전환(eventualization)’은 <의료 커뮤니케이션 
대화자료>에서도 풍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과거 세계로의 전환은 현재에 관련된 담화(discours)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야
기(histoire / récit)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13) 담화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여
기, 지금’ 상황에서 발화하는 반면에, 이야기에서는 ‘화청자’와 ‘발화 순간과 장소’에 
대한 표지가 삭제되고, 사건 그 자체가 스스로 발화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한다. 또
한, 담화는 ‘인칭[Benveniste의 의미로는 1인칭(화자)과 2인칭(청자)만을 포함]’의 
세계, 이야기는 발화 상황과 떨어진 ‘비인칭(non-personne)’의 세계에 대한 것이다. 
(17)의 간단한 예를 통하여 담화와 이야기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 가. 나는 어제 예쁜 인형을 사느라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나. 그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거기엔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다.

(17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발화하기 때문에 담화에 해
당한다. 반면, (17나)는 화자와 발화 내용의 주체가 분리되고, 발화 상황과 전혀 다
른 세계와 관련된 발화이므로 이야기에 해당한다.

13) 담화(discours)와 이야기(récit / histoire)의 구별은 Benveniste(1966: 238-239)에
서 단순 과거(passé simple)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된 이론
적 발전은 Maingueneau(1996: 33-34)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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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담화에서 벗어나 시공간을 전환하여 과거의 이야기를 도입하는 것은 발화 
상황의 중심적 화제(의료 대화의 경우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 치료의 경과 등)로부
터의 이탈을 일으킨다. 이는 발화 상황에 속한 화자와 발화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면
서 발화의 직접성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가능 세계로의 전환도 현재로부터의 이탈을 수반한다. 다만, 그 방향은 이미 일어
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가
정적 상황과 예상되는 결과로 이루어진 가정문 형태를 지닌다. 이 역시 발화 상황과 
긴밀하게 관련된 ‘담화’보다 낮은 직접성을 지니기 때문에 완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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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3.1. 모호한 지시 표현
모호한 지시 표현은 개체나 술어를 완전하게 명시하지 않은 채, 불확실하게 지시

하는 표현이다. 이는 화자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추론
을 일으킨다. 따라서 화자는 모호한 지시 표현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화하는 명제의 
확실성을 낮추어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론은 해당 정보가 담화 상에서 덜 
중요한 정보라는 추론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자는 모호한 표현을 이용하여 해당 명
제가 지니는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시의 외연을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지시 대상의 속성에 따라 범주에 작용
하는 방식과 수량에 작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Prince et al.(1982)의 용어에 따
르면, 근사어의 하위 부류인 적용어와 대략어에 각각 해당한다. 예컨대, 적용어는 
‘sort of, kind of’와 같이 범주를 모호하게 지시하는 표현을, 대략어는 ‘about, 
approximately’와 같이 수량을 모호하게 지시하는 표현을 말한다.

두 방식은 집합의 외연을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세계의 여러 언
어에는 하나의 형식이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영
어의 ‘like’, 프랑스어의 ‘genre’, 스페인어의 ‘como’, 한국어의 ‘-인가/인지’와 같은 
요소는 적용어와 대략어 모두의 쓰임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두 범주를 나누어 살
펴보는 것이 유의미한 분류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에서 살펴보겠지만, 두 종류의 모호한 지시 표현이 작동하는 
방식과 이를 실현하는 언어 형식은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인다. 범주를 모호하게 하는 
표현은 매우 다양한 차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수량을 모호하게 하는 표현은 
일차원적 수치만을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카페에서 음료를 선택하는 맥락에서 ‘커
피’를 중심으로 한 범주는 {커피, 녹차, 홍차, 주스}와 같은 집합을 이룰 수도 있지
만,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선택하는 맥락에서는 {커피,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같은 
집합을 이룰 수도 있다. 반면, ‘3cm’를 중심으로 한 수량은 {x∣2cm ≦ x <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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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9cm ≦ x < 3.1cm}과 같이 맥락에 따라 그 정확성과 단위구간의 크기만 달라
질 뿐이다.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본 절에서는 두 범주를 분류하여 각각에 어떠한 
형식이 사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1.1. 모호한 범주 지시 표현

범주에 작용하는 모호한 지시 표현은 개체나 술어에 대한 한정적 지시를 피하고, 
지시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장치이다. 이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시하고자 하는 집합의 일부만을 모호하게 제시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넓은 범주만
을 제시하고, 그중 무엇을 지시하는지는 비한정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모호한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명시된 지시 대상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개체나 술어를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자질을 포함시킬 것인지, 
배제시킬 것인지는 청자의 언어외적 지식(백과사전적 지식)과 맥락적 정보에 의존
한다. 두 번째 방식은 기초적인 범주(인간, 사물, 장소, 시간 등)만을 제시하여 지시
의 한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대상을 한정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단
순히 범주만을 제시함으로써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온전히 청자에게 추론하
도록 하는 표현이다.

3.1.1.1. 병렬 구성

특정한 병렬 구성(coordination construction)을 사용하면, 지시 대상의 일부만을 
제시하면서 이를 포함한 모호한 집합을 청자에게 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병렬
표지에 따라 문면에 드러난 집합 {X1, …, Xn}보다 더 큰 집합으로 해석되는 병렬 
구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어 병렬 구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Yang(1973), 최재희(1991), 윤평현(2005), 주지연(2015) 등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자세히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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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1973: 106-108)은 한국어 조사 ‘-이나’의 의미를 살피면서, 최종 병렬항
에 ‘-이나’가 붙으면 열린 집합(open set)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렇지 않으면 닫힌 
집합(closed set)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예컨대, ‘토요일에-나 일요일에’는 
오직 두 개의 항만을 지시하는 ‘닫힌 집합’으로 해석되지만, ‘토요일에-나 일요일에
-나’는 두 개의 항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후보로 해석되는 ‘열린 집합’으로 해석된
다고 보았다. 본고의 모호한 지시 표현은 선택의 가능성이 문면의 지시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열린 집합’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평현(2005: 66-70)는 ‘선택’의 의미를 갖는 어미 ‘-거나’와 ‘-든지’를 살피면
서, 최재희(1991: 95)을 따라 ‘지정선택(指定選擇)’에 대비되는 ‘개방선택(開放選
擇)’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지정선택은 문장 표면에 드러난 것들만을 선택의 대상
으로 삼는 반면, 개방선택은 문장 표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른 것들도 선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본고의 ‘모호한 지시 표현’은 문면에 드러난 
집합보다 더 큰 집합으로 해석되는 것을 뜻하므로 최재희(1991), 윤평현(2005)의 
‘개방선택’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지연(2015: 117-130)는 병렬 구성의 의미 자질로 ‘망라성(exhaustiveness)’과 
‘적시성(indicativeness)’을 제시하였다. 망라성이란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가능한 
집합의 개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만약 망라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
황이라면, ‘낮은 망라성’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여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적시성이
란 바로 그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유사한 종류의 것인가와 관련된 성질을 의미한다. 
‘낮은 적시성’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면 문면에 드러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것을 가리킬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모호한 지시 표현’과 대응되는 것은 
‘낮은 망라성’과 ‘낮은 적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이들은 문면에 드러난 것뿐
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혹은 그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을 
아울러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본고는 이렇게 모호한 지시로 해석되는 병렬 구성을 먼저 제시하고, 각각의 구성
에 사용되는 조사와 어미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조사와 어미가 실제 담화
에서 사용되는 예를 관찰함으로써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시를 확장시키는지 보
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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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조사 구성
먼저, 병렬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가. 다항 구성: [N1-병렬조사 … Nn-병렬조사]
나. 단항 구성: [N-병렬조사]

(1가)의 다항 구성은 둘 이상의 병렬항에 모두 병렬조사가 붙은 구성이다. 이 구성
에는, 조사 ‘-이라든가/이라든지’, ‘-인가/인지’, ‘-이나’가 결합에 참여한다. (1나)
의 단항 구성은 기원적으로는 (1가)의 다항 구성에서 하나의 병렬항만 남은 구성이
다. 조사 ‘-라든가/라든지’와 ‘-인가/인지’가 이러한 구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이나’는 하나의 항과만 연결되면 ‘차선’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보조사로 해
석되기 때문에 모호한 지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없다. 다양한 예를 병렬적으로 제시
하는 다항 구성과 달리 단항 구성은 하나의 개체만 제시하기 때문에 모호성의 강도
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각각의 조사가 다항 구성과 단항 구성에 쓰여 모
호한 지시로 해석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①‘-이라든가/이라든지’
조사 ‘-이라든가/이라든지’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상관없는 사물들을 열거할 때 

쓰는 조사로, 꼭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따위의 것들을 가리킨다. 즉, 명사(구)가 가
리키는 개체뿐만 아니라 청자가 판단하기에 그를 포함한 관련된 일련의 개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명제 내부에 나타난 개체의 집합을 모호하게 하는 역
할을 한다.

(2) 가.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여가라든가, 문화라든지, 굉장히 한정돼 있어. <일상
대화_칠레>

나. 의사: 정 드시고 싶으시면 그걸 드시고 거기다가 인제 파라든지 잘라 넣고 
야채 좀 넣어 드시고. <의료대화 M0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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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라든가/이라든지’는 (2가)의 다항 구성과 (2나)의 단항 구성으로 모두 사
용될 수 있다. (2)의 예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모두 열거하지 않고, 대표적인 예들만 
보이면서도 그보다 넓은 집합을 지시한다. 이렇게 지시의 외연이 넓어지면, 언급된 
구체적인 대상의 지시는 흐려지고, 화자는 지시를 ‘불완전하게’ 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라든가/이라든지’는 다항 구성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실제 
코퍼스에서는 단항 구성의 용법으로 사용된 예를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다. 단항 구
성에 사용된 ‘-이라든가/이라든지’는 자매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보조사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접속조사와 구별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다른 
자매항들이 생략된 것으로 가정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접속조사로 파악하는 것이 낫
다고 본다.

한국어 ‘-이라든지/이라든가’와 관련하여 일본어 ‘とか(toka)’가 예시 표지로부터 
완화 표지로 발달함을 밝힌 Taylor(2015)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3) 가. コーヒー　とか　  紅茶こうちゃ　 とか  　いろいろな物ものが 有あ った。
커피   　 toka  홍차  toka 　　여러 가지가    있었다. (Taylor 2015: 144)
‘커피라든지 홍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나. コーヒー　とか　　 飲の みたい。
커피     toka  마시고 싶다.   (Taylor 2015: 146)
‘커피 같은 것(라든가/라든지)을 마시고 싶다.’

다. そしたら　凄すごく　　やっぱり　  元気げんき に　なったり　  とか。
그러면  아주  역시       건강해졌다든지    toka  (Taylor 2015: 153)
‘그러면 아주 예상대로 건강해졌다든지.’

(3가, 나)는 모두 ‘とか’가 지시체 뒤에 붙어 쓰였지만, (3가)는 예시(exemplifying)
의 기능으로 쓰인 것이고, (3나)는 탈초점화(defocusing)의 기능으로 쓰인 것이다. 
(3가)는 여러 지시체(커피, 홍차)에 각각 ‘とか’가 붙어 청자가 지시체들을 떠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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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끔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시를 완전히 한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지시체를 얼마나 확장하느냐는 청자에게 달려 있다. 반면, (3나)는 
하나의 지시체(커피)에만 ‘とか’가 붙어 지시를 더욱 모호하게 한다. 이는 커피 이외
의 유사한 것도 허용하는 느슨한 해석을 이끌어 내면서 간접적으로 발화 수반력을 
줄인다. 즉, Taylor(2015: 146)에 따르면 특정한 개체만을 요구하는 것이 발생시키
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とか’가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3다)의 ‘とか’는 이와 같이 모호한 지시 기능에서 더 발달하여, 문말에 쓰
이기도 한다. 이 경우, 발화 전체를 작용역으로 하여 명제의 내용은 전혀 바꾸지 않
은 채, 어기를 부드럽게 하는 완화 표현으로 사용된다. 한국어의 ‘-이라든지/이라든
가’는 (3다)와 같은 기능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3나)의 탈초점화 기능과 이에 따
른 간접적인 발화 수반력 약화 기능은 지니고 있다.

② ‘-인가/인지’
조사 ‘-인가/인지’는 기원적으로는 계사 ‘이-’와 어미 ‘-은가/은지’의 결합형이 문

법화한 것이다.1) 화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때에, 자신이 지닌 
최대한의 정보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을 표시하기 위해 조
사 ‘-인가’를 사용한다. 이는 양의 격률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질의 격률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해될 수 있다. ‘N-인가/인지’는 화자 자신이 지닌 정보의 불확실
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청자에게 그와 비슷한 종류의 집합이나 수량을 환기시킨
다.2)

1)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 모두 조사 ‘-인가’가 표제어로 설
정되어 있지 않고, 어미 ‘-ㄴ가’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규호(2003), 최윤
지(2011), 주지연(2015) 등의 논의에 따라 조사로 설정한다. 그 근거로, 계사 ‘이-’의 
탈락 가능성, 의문의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의문의 억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2) ‘N-인지/인가’는 개체의 정체 자체에 대하여 화자가 불확실함을 나타내므로, 3.1.2. 모
호한 수량 지시 표현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수량에만 작용하는 특수한 표현
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3.1.1.에서 다룸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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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환자: 그래가지고 전에 그, 작-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레이저 수술을 받
았어요. 디스크를. <의료대화 M06035>

나. 그 여편네가 그러더라니, 겉으로는 건어물인가를 하는데 진짜 수입원은 따
로 있다고라. <한평 구홉의 안식>

조사 ‘-인가/인지’도 ‘-이라든가/이라든지’와 같이 (4가)의 다항 구성과 (4나)의 단
항 구성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4)와 같이 모호한 지시가 명제에 포함되면 그만
큼 명제에 대해서 화자가 낮은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된다.

최윤지(2011: 159)은 ‘인가’ 구성이 둘 이상 반복되는 것을 ‘접속조사’로, 하나만 
나타나는 것을 ‘보조사’로 구별하여, ‘계사 활용형 → 접속조사 → 보조사’로의 발달
을 가정하였다. 즉, ‘N1인가 N2인가’ 구성에서 하나가 탈락하여 구성이 단순해지는 
문법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계사 통합형이 보이는 ‘의문’, 접속조사가 보
이는 ‘(배타적) 이접’, 보조사가 보이는 ‘불확실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하고, 언
어 유형적으로 이들 범주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의문 어미를 기원으로 하는 ‘-인가’는 ‘단순한 이접’과는 달리 접속조사로 
쓰여도 ‘불확실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접속조사 ‘-인가’는 다항 
구성에 쓰이더라도 ‘불확실성’의 의미가 덧붙기도 한다. 이를 ‘또는’이 포함된 단순 
이접 구성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

(4’) 가.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4가)의 일부]
나. 8년 전 또는 9년 전

(4’가)에 사용된 ‘N1인가 N2인가’ 구성은 (4’나)에 사용된 ‘N1 또는 N2’ 구성에 비해 
불확실성의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4’나)는 배타적 이접의 의미(‘N1과 N2 중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중 하나’)를 지니므로, 두 항 중 하나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4’가)는 불확실한 이접의 의미(‘N1인지 N2인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음’)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의미 때문에 다항 구성으로 사용된 ‘-
인가’는 문면에 드러난 것 외에 다른 개체들도 모호하게 지시할 수 있게 된다.



- 54 -

본고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사 활용형 ‘-인가?’가 지니는 화행인 ‘의문’이 지니
고 있던 인식적 ‘무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적 무지가 명제 층
위로부터 개체 지시 층위에 적용된 것이 조사 ‘-인가’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Kaltenböck(2010)은 영어 삽입절 ‘I think’가 명사구에 작용하여 
개체 지시 층위의 불확실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5) 가. Father McDade d’you remember in I think [lecture three] uh Rabbi 
Sacks said at one point faith is not measured by acts of worship alone.

나. Uh in the uhm, I think [October issue] of Computational uh Linguistics 
there’s an attempt to do something of this type.

(Kaltenböck 2010: 245)

(5)는 ‘I think’의 삽입을 통해 ‘[]’ 안의 명사구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예이
다. 즉, 해당 개체를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체를 포함한 다른 비슷
한 개체들을 모호하게 지시한다. 본래 ‘I think’가 명제의 확실성을 줄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역시 명제 층위의 인식 양태적 속성이 개체 지시의 
모호성 층위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나’
조사 ‘-이나’는 오직 다항 구성으로 쓰여야만 모호한 지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단항 구성으로 쓰이면 보조사의 지위를 지니게 되며, 더 나은 자매항이 있는 
‘소극적 선택’의 의미로 해석된다.

(6) 가. 급한 마음으로 운부가 글이나 무술이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성을 냈던 
자기가 참으로 운부의 말대로 버러지보다도 못한 놈인 듯이 여겨졌다. <장
길산3>

나. 환자: 일반 약국에서 통상적인 그 두통약, 펜잘이나 타이레놀이나, 그거 먹
고 쌍화탕 먹고 잤는데, <의료대화 M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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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은 ‘-이나’가 다항 구성으로 쓰여 모호한 지시로 해석되는 예에 해당한다. (6가)
는 ‘글이나 무술 따위의 능력’을, (6나)는 ‘펜잘이나 타이레놀 따위의 두통약’을 모
호하게 지시한다. 즉, ‘N1-이나 … Nn-이나’ 구성은 문면에 드러난 개체들보다 더 
많은 개체를 모호하게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N1-이나 … Nn-이나’ 구성이 단독으로 쓰여 모호한 지시로 사용
되는 예는 상당히 드물다. 이는 ‘N1-이나 … Nn-이나’ 구성이 ‘전칭 양화’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집합 {N1, … , Nn}에 존재하는 개체의 합으로 
해석되어, 결국 해당 집합 전체를 지시하는 용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6’) 농촌이나 도시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上流階層(상류계층)이나 下流階層(하류계
층)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물질적으로 잘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현대문화와 
소외>

(6’)은 ‘N1-이나 … Nn-이나’ 구성이 전칭 양화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는 
(6’)의 ‘모두’라는 표현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유병률(2013: 98-99)은 ‘-이나’의 다
항 구성을 내포 접속 구조와 나열 구조로 나누고, 전자는 ‘연접, 개체합’3)으로 해석
되고, 후자는 ‘임의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전자는 ‘[N1-이나 N2]-이나’의 
구조로, 후자는 ‘[N1-이나] [N2-이나]’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으며, 전자의 ‘N1-이
나’와 ‘N2’ 사이에는 휴지가 개재할 수 없는 반면, 후자에는 휴지가 개재할 수 있음
을 보여, 두 구성의 통사적 구조가 음운론적 운율 구조에도 반영된다고 보았다. 본
고의 완화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오직 후자의 나열 구조이므로 내포 
접속 구조는 애초에 완화 표현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N1-이나 … Nn-이나’ 구
성이 모호한 지시로 해석되는 예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보인다.

3) Yang(1973: 107-108)은 반의어가 ‘열린 집합’ 구성에 사용되면 전칭 양화로 해석된
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실 ‘열린 집합’ 개념과 ‘전칭 양화’ 개념 사이의 상관관계가 분
명하지 않고, 상보적 반의어들은 오히려 ‘닫힌 집합’을 이룬다. 따라서 전칭 양화적 해
석은 ‘열린 집합’ 구성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병률(2013)에서 제시하는 내포 접속 
구조의 ‘개체합’ 해석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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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어미 구성
다음으로, 병렬어미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7) 가. 다항 구성: [V1-병렬어미 … Vn-병렬어미] 하-
나. 단항 구성: [V-병렬어미] 하-

병렬어미 구성의 경우 병렬조사 구성과 달리, (7)과 같이 ‘하-’라는 자리채우미
(placeholder) 요소가 필수적이다.4) 이와 같은 구성에 사용되는 어미로는 ‘-든가/든
지’, ‘-거나’, ‘-고’가 있다. 각 구성과 함께 각각의 어미가 모호한 술어 지시를 위하
여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든가/든지’
어미 ‘-든가/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그러나 본고는 조사 ‘-이라든가/이라든지’와 같
이, 선택의 후보가 나열된 것들뿐만 아니라 청자가 가정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8) 가. 사교적 모임에서 쑤군거리든지 옆에 바싹 붙어 얘기하든지 해서는 안 된다. 
<교양인의 화법>

나. 안 말릴 테니까 친구 집이든 어디든 좀 갔다 오든지 해. <광대선언(하)>

(8가)는 다항 구성, (8나)는 단항 구성이 어미 ‘-든가/든지’와 쓰인 것이다. 단항 
구성은 오직 하나의 술어만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항 구성보다 지시의 모호성이 더
욱 강하다. (8나)의 예는 모호하게 지시하는 것이 어떻게 간접적으로 지시행위의 힘
을 약화시키는지를 보여준다. ‘-든가/든지 하-’를 포함하지 않은 ‘친구 집이든 어디
든 좀 갔다 와.’는 (8나)보다 더 직접적인 지시로 여겨진다. 이는 (8나)의 구성이 
4) 정연주(2015: 221)는 이를 접속구성에 나타나는 자리채우미로 분류하고, 의미적 서술

성이 다른 요소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의미적 잉여성을 띤다고 보았다. 또한, 그러
한 잉여적 서술어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하-’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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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면에 나타난 술어뿐만 아니라 다른 술어도 모호하게 지시하면서 화자에게 더 많
은 선택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덜 위협하는 완
화된 지시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거나’
어미 ‘-거나’는 앞에서 살펴본 ‘-든가/든지’와 같은 뜻을 지녀 어느 것이 선택되

어도 됨을 나타낸다. 어미 ‘-거나’를 포함한 구성 역시 선택의 후보가 문면에 드러
난 것보다 더 넓게 해석된다.

(9) 가. 넘어지거나 케이크를 얼굴에 서로 던지거나 하면서 웃음을 유도한다. <영
화즐기기>

나. 혹시 이메일 이메일로 뭐 올릴 거 있거나 하면은 이메일을 제가 여기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_언어와사회>

(9가)는 다항 구성, (9나)는 단항 구성으로 ‘-거나’가 쓰인 예이다. 최재희(1991: 
95)와 윤평현(2005: 66-70)에서는 ‘-거나’와 ‘-든가/든지’를 각각 ‘지정선택’과 ‘개
방선택’으로 보아 선택의 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았다. 즉, ‘지정선택’은 문장 표면에 
드러난 병렬항 사이에서만 선택되고, ‘개방선택’은 문장 표면과 함께 문장 밖의 것에
서도 선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재희(1991)은 이에 따라 지정선택의 
‘-거나’는 선택 명제가 [확정성(確定性)]을 띠게 되고, 개방선택의 ‘-든지’는 선택
의 폭이 더 넓혀질 수 있는 [부정성(不定性)]을 띠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윤평현(2005)의 주장과 달리 (9가)를 살펴보면, 어미 ‘-거나’도 얼마든지 
‘개방선택’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9가)는 영화의 ‘슬랩스틱’ 장르
에 대한 설명인데, ‘넘어지’는 것과 ‘케이크를 얼굴에 서로 던지’는 것만을 ‘지정선
택’한다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슬랩스틱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호하게 지시하여, 청
자로 하여금 그와 유사한 행위를 추론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윤평현(2005: 47-48)는 ‘-거나 하-’가 축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윤평현
(2005: 48)에서 이를 지지하기 위해 검토한 예문을 (10)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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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 사람을 비웃거나 놀리거나 하지 말아라.
나. 사람을 비웃거나 놀리지 말아라.         [윤평현 2005: 48, 예문 (5)]

윤평현(2005)의 입장은 (10가)가 기저구조이고, 이것에서 ‘-거나 하-’가 축약된 
문장이 (10나)이며, 두 문장 사이의 의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나)에
는 ‘-거나 하-’가 음운론적으로 축약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하-’를 상위문 동사
로 본다면 구조적으로도 이러한 축약이 일어나는 동기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본고
는 (10가)와 (10나)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기저구조를 가
지고 있다고 본다. 마지막 병렬항에 병렬어미가 붙고,5) ‘하-’라는 상위문 동사가 존
재하면 ‘개방선택’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정선택’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10가)는 비웃거나 놀리는 행위 이외에 그와 관련된 행위를 추가적으로 지시할 수 
있고, (10나)는 비웃는 행위와 놀리는 행위만을 지시한다.

③ ‘-고’
어미 ‘-고’는 앞에서 살펴본 ‘-든가/든지’, ‘-거나’와 달리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항을 지시하는 연접(conjunction)의 의미로 해석된다.6) 즉, 각 병렬항이 모두 
지시의 대상에 포함된다. 어미 ‘-고’ 역시 다항 및 단항 구성과 어울려, 문면에 표
현된 병렬항 외에 더 넓은 술어를 모호하게 지시한다.

(11) 가. 환자: 인제 뭐 친정에 가서 있고 애기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도 스럽고 아무
래도 내 집 식구니까 <의료대화 M07081>

나. 의사: 그래서 아마 수술하고 하시면은 금방 다시 옛날처럼 평안하실 수 있
어요. <의료대화 M08035>

5) 병렬조사 ‘-이나’에 한정된 것이지만, 최종 병렬항에 병렬조사가 붙느냐 아니냐와 같
은 구조적 수단에 의하여 각각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는 이미 
Yang(1973), 주지연(2015) 등에서 제시된 바 있다.

6) 어미 ‘-고’가 항상 연접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호성 지시와 관련된 해
당 구성에서 그렇게 해석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크고 작은 문제’에 사용된 ‘-고’는 연
접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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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는 다항 구성, (11나)는 단항 구성으로 ‘-고’가 쓰인 예이다. 이들 구성에서, 
병렬항에 해당하는 술어(들)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이는 발화 전체의 힘을 약
화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 즉, (11가)는 ‘V1-고 V2-고 하-’ 구성이 쓰이지 
않은 ‘친정에 가서 있고 애기들도 있으니까’보다 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함을 모호하
게 나타낸다. (11나)는 ‘V-고 하-’ 구성이 쓰이지 않은 ‘수술하시면은’보다 덜 단
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는 ‘수술하고 하-’는 ‘수술하-’ 외에 더 많은 행위를 모호
하게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1.2. 어휘적 수단

범주를 모호하게 지시하기 위해서는 병렬 구성과 같은 통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어휘적 수단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는 유사성 표현을 이용한 것이고, 둘째는 아우름을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를 이용한 
것이다.

 유사성 표현
범주화(categorization)는 본질적으로 유사성(similarity)을 기반으로 한다. 즉, 인

간은 어떠한 특성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하나의 범주를 구성하고, 반대로 그 특성의 
비유사도를 기준으로 각각의 범주를 구별한다. 물론 유사성 개념은 화자에 따라 매
우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범주화의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화자는 담화 맥락이 요구하고 허락하는 범위에 한해, 청자도 자신과 
비슷한 유사성 개념을 이용하여 범주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유사성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은 범주를 모호하게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
다. 이는 문면에 표현된 요소(들)를 기준으로 이와 ‘유사한’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언
급하지 않고 유사성 표현을 이용하여 지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영어의 모호성 표현 
‘and stuff like that’,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 like’ 등에서 유사성을 나타
내는 어휘인 ‘like’가 사용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7) 한국어에서 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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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지시에 사용되는 유사성 표현으로는 ① 유사성 지시용언 ‘이러-/그러-’, ② 유
사성 형용사 ‘같-’, ‘가깝-’ 등이 있다.

① 유사성 지시용언 ‘이러-/그러-’
한국어의 지시용언 ‘이러-/그러-’는 신지연(1995)에서 폭넓게 연구되었다. 특히, 

본고의 모호한 지시와 연결되는 지점은 문면에 나타나는 의미 외에 그와 유사한 ‘+
α’의 의미가 지시용언에 덧붙는다고 보았다는 점이다(신지연 1995: 49 등). 즉, 문
면에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다른 의미나 반복의 의미를 포함한 ‘이러-/그러-’가 상
위문 서술어로 기능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어떤, 같은, 비슷한’ 등 모호함을 나타
내는 어휘가 공기한다는 점과 간투사와 휴지를 들어 ‘+α’의 의미가 덧붙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신지연 1995: 79-80).

지시용언에 ‘+α’의 의미가 덧붙는다는 관찰은 장경희(1989), 이기갑(1994) 등에
서도 이루어졌다. 장경희(1989: 73)는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그 유사성이 큰 범주
들은 ‘이, 그, 저’에 명사가 결합하고, 임의적인 속성에 따라 유형화되는 범주들은 
‘이런, 그런, 저런’에 명사가 결합한다고 보았다. 이기갑(1994: 471)는 이런 대용어
의 쓰임을 이현희(1994a: 35)의 ‘아우름 명사구’에 빗대어 ‘아우르는 대용어’라 명
명하였다.

한편, 언어유형론 연구에서도 이러한 지시사의 ‘아우름 기능’이 논의되기도 하였
다. Umbach & Gust(2014)는 이러한 기능을 지닌 지시사를 유사성 지시사
(similarity demonstrative)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지시 대상(target of the 
demonstration)과 지시구의 참조 대상(referent of the demonstrative phrase) 사이
의 유사성을 표현하는 요소이다. 유사성 지시사의 예로는 독일어의 ‘so’, 영어의 
‘such’, 폴란드어의 ‘tak’, 터키어의 ‘böyle’을 제시하였다. 영어의 ‘this’는 참조 대상
과 동일한(identical) 것을 지시하지만, ‘such’는 참조 대상과 유사한(similar) 것을 

7) 이와 같은 표현은 Dines(1980)의 ‘set-marking tag’, Channell(1994)의 ‘vague 
category identifier’, Overstreet(1999)의 ‘general extender’와 같은 이름으로 논의되
었다. Overstreet(1999)의 ‘general extender’는 지시체의 한정성을 줄이는 ‘일반화’의 
기능을 하면서, 이들이 쓰이지 않아도 이미 문법적인 문장을 ‘확장’하기 때문에 만들어
진 용어이다(Overstreet 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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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한다. 따라서 전자를 동일 지시사(identity demonstrative), 후자를 유사성 지시
사라고 명명하였다. 이를 한국어에 적용시키면, 관형사 ‘이/그/저’는 동일 지시사, 관
형사형 ‘이런/그런/저런’은 유사성 지시사로 이해될 수 있다.8) 한국어는 이를 관형어
에 한정하지 않고 지시용언 ‘이러-/그러-’의 전반적인 쓰임과 연결 지어 살펴보고
자 한다.

유사성 지시용언 ‘이러-/그러-’는 앞에서 살펴본 병렬 구성과 어울려 사용되면서 
모호한 지시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병렬 구성 그 자체가 통
사적으로 모호한 지시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사성 지시용언 ‘이러-/그러-’
가 사용되면, 더욱 많은 병렬표지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먼저 병렬조사와 관련하
여 모호한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구성을 살펴보자.

(12) 가. 다항 구성: [N1-병렬조사 … Nn(-병렬조사)] 이러-/그러-
나. 단항 구성: [N-병렬조사] 이러-/그러-

(12가) 구성은 앞에서 살펴본 (1가) [N1-병렬조사 … Nn-병렬조사] 구성에 ‘이러
-/그러-’가 붙은 구성이다. (1가)와 다른 점은, 유사성 지시용언이 사용되면 마지
막 항에 붙은 조사는 생략되어도 여전히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12나) 
구성은 (1나) [N-병렬조사] 구성에 ‘이러-/그러-’가 붙은 구성이다. 이 구성은 기
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전형적이지 않은 문장으로 연구되었으나 실제 
코퍼스를 관찰해 보면 이기갑(1994: 472-473)의 관찰과 같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12가, 나) 구성에 사용된 유사성 지시용언 ‘이러-/그러-’는 선행하는 개체(들)
과 비슷한 속성을 아울러 지시한다. 따라서 ‘[N1-병렬조사 … Nn(-병렬조사)] 이런
/그런 N0’ 혹은 ‘[N1-병렬조사] 이런/그런 N0’구성은 N0의 집합 내에서 {N1, (… 

8)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관형사 ‘이/그/저’ 역시 유사성에 기반한 지시사로 사용될 수 있다
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꽃집 가서 이 꽃 좀 사와라.’라는 문장에서 관형사 
‘이’는 참조 대상과 유사한, 동일한 품종/범주의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
다. 하지만 여기서 ‘꽃’을 특정적인 개체로 해석하지 않고, 비특정적인 범주를 가리키
는 명사로 해석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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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을 포함한 그와 유사한 개체들을 모호하게 지시할 수 있다.
영어의 병렬 구성과 함께 사용되는 유사성 기반의 모호성 표현의 경우, 명사구와 

동사구 어떤 것이 선행하든 ‘and stuff like that’, ‘or something like that’과 같은 
표지가 붙는 반면,9)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영어에서는 연접 표지 ‘and’와 이접 표지 ‘or’에 따라서 각각 후행하는 명사가 
‘stuff’와 ‘something’으로 차이가 있지만 한국어에는 이런 구별이 없다는 것도 차이
점이라 할 수 있다.

(1가, 나) 구성에 비해 유사성 지시용언이 포함된 (12가, 나) 구성은 더욱 생산적
으로 모호한 지시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연접의 ‘-하고/-이랑’과 ‘∅(무표지)’는 
(1가, 나) 구성에서는 모호한 지시로 해석될 수 없었지만, 유사성 지시용언 ‘이러-/
그러-’와 함께 쓰이면 모호한 지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나’는 (1
나) 구성에서는 보조사로 쓰였지만 (12나) 구성에서는 접속조사로서의 쓰임을 보이
면서 모호한 지시 표현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병렬 구성이 이미 3.1.1.1.에서 검토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예들만 살펴보도록 한다.

(13) 가. 의사: 외부에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그런 게 침입하면은 감기가 
걸리는 건데 <의료대화 M07099>

가’. 의사: 내내 불안하시면 당뇨검사라든지 이런 몇 가지 검사를 해 봤으면 좋
겠는데, <의료대화 M07075>

나. 할아버지는 여기저기에 술빚만 남기신 채 간암인지 간경화인지 그런 병으로 
돌아가셨다. <기대어 울 가슴을 갖고 싶다>

나’. 근데 갔는데, 무슨 조울증인가 그런 거였는데, 주기가 있어서, 사람이 이렇
게 한 네 단곈가 주기가 <독백_어학연수>

9) Channell(1994: 132-136)에 따르면, 명사구(He’s studying syntax or something / 
and things like that.), 동사구(Could we sort of meet or something?), 내포문(You’d 
think there was a general election coming up or something, wouldn’t you?), 전치사
구(at work or on a construction site or something like that), 형용사 ․ 부사(I think 
the purpose of school is to make people inquisitive and enquiring and broader 
minded and things like that.)에 동일한 표지가 붙어 모호한 집합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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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양이나 다른 과 전공이나 그런 좀, 자기 취업하는 데 필요한 전공 같은 
거 많이 듣구, <독백_학교생활과여행기>

다’. 의사: 헬리코박터균이나 그런 것들이 위험인자로 발견되고 있고요. <의료대
화 M08023>

(13가, 가’)은 접속조사 ‘-이라든가/이라든지’, (13나, 나’)은 접속조사 ‘-인가/인
지’, (13다, 다’)은 접속조사 ‘-이나’가 사용된 다항/단항 구성에 유사성 지시용언이 
덧붙은 예들이다. 특히, 접속조사 ‘-이나’는 유사성 지시용언을 사용하면 단순한 병
렬구성을 사용되었을 때와 달리, ‘연접, 개체합’으로 해석되지 않고 모두 모호한 지
시로 해석된다.

또한, 유사성 지시용언을 사용하면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조사의 종류도 늘어난다. 
예컨대, 연접을 나타내는 조사 ‘-하고, -이랑’은 (1가) 구성으로 쓰이면, 최종 병렬
항에 접속조사가 사용되더라도 언제나 닫힌 집합의 단순한 연접으로 해석된다(Yang 
1973: 108, 각주 7). 또한, (1나) 구성으로 단독항과 함께 쓰이면 공동격 조사로 
해석되어 모호한 지시에 사용되지 못한다. 그런데 유사성 지시용언 ‘이러-/그러-’가 
포함된 구성으로 사용되면, 모호한 지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13) 라. 의사: 그런 게 같이 영향을 주는 게 이제 혈압이랑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의료대화 M06030>

라’. 이 말뭉치하고 이런 어문 저작물을 순수 우리말로, <강연_저작권>

(13라, 라’)은 각각 접속조사 ‘-랑’, ‘-하고’가 유사성 지시용언과 어울려 모호한 지
시로 해석된다. 이들은 유사성 지시용언 없이 사용되면 단순한 연접이나 공동격 조
사로 해석되었을 것이지만, 유사성 지시용언이 사용되면 모호한 지시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병렬조사’라는 표지를 지니지 않은 병렬 구성도 지시용언 ‘이러-/그러-’가 
포함된 구성에서는 모호한 지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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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 창의성, 사고력, 그런 것 열린교육 다 좋습니다. <MBC 100분토론>
마’. 의사: 자연치료 이런 거나 수술 아닌 걸로 이걸 계속 가지고 계시면 이게 

더 위험하거든요. <의료대화 M08031>

(13마)는 다항 구성, (13마’)은 단항 구성이 병렬표지 없이 사용되어 모호한 지시로 
해석되는 예이다. 전사 자료들에서 볼 수 있듯이 쉼표(,)를 통해 병렬표지가 있을 
자리에 음운론적 휴지가 개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항 구성은 휴지를 통해 
여러 병렬항이 접속된 후, 지시용언 ‘이러-/그러-’가 붙어 해당 병렬항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항 구성은 단독항에 바로 유사성 지시용언 ‘이러
-/그러-’가 붙어 모호한 지시를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무표지 병렬 구성은 용언
과는 결합하지 않는데, 이는 체언과 달리 용언의 어간이 어미와 분리되어 자립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사성 지시용언 ‘이러-/그러-’가 병렬어미와 어울려 모호한 지시로 
해석되는 구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4) 가. 다항 구성: [V1-병렬어미 … Vn-병렬어미] 이러-/그러-
나. 단항 구성: [V-병렬어미] 이러-/그러-

(14가, 나) 구성은 (7가, 나) 구성에서 자리채우미 ‘하-’가 유사성 지시용언 ‘이러
-/그러-’로 대치된 것이다. (7)과 (14) 구성이 모두 모호한 지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구성의 의미는 차이가 없다. 물론, 이기갑(1994: 483)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모호한 지시의 용법(‘아우르는 대용어’)으로 사용되는 ‘하-’의 빈도가 
‘이러-/그러-’에 비해 낮다는 점에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14가, 나) 구성은 빈도
나 생산성의 측면을 제외하고는 (7가, 나) 구성과 특별한 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간단히 예만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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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 호랑이나 와서 나를 잡아먹든지 귀신이나 와서 저놈을 잡아가든지 그런 뜻
밖의 일을 기다리나, <귀의 성>

가’. 의사: 그래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쉬든가 그러셔야지. <의료대화 
M06035>

나. 의사: 임파선이 커져 있거나 다른 데로 전이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보이지
가 않아요. <의료대화 M06026>

나’. 의사: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자세에서 일하거나 이러면 이게 근육이 경직돼
요. <의료대화 M07085>

다. 환자: 너무 힘들어 하고 그래 가지고, 아이고 막 걱정되고 겁도 나고 그러
네요. <의료대화 M08021>

다’. 의사: 예. 환자분이 지금 억울하고 그러신 거 당연한 거, 당연 당연해요. 
<의료대화 M08038>

(15가, 가’)은 병렬어미 ‘-든가/든지’, (15나, 나’)은 병렬어미 ‘-거나’, (15다, 다’)
은 병렬어미 ‘-고’가 (14가, 나) 구성으로 사용되어 지시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예
컨대, ‘V-든가/든지 이러/그러-’ 구성을 사용하지 않고 ‘쉬셔야지’와 같이 표현하는 
것보다는 (15가’)와 같이 ‘쉬든가 그러셔야지’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청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시의 힘이 완화된다.

② 유사성 형용사 ‘같-’, ‘가깝-’
유사성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같-’도 모호한 지시에 이용될 수 있다. 이는 병렬 

구성에 어울려 사용될 수도 있지만, 단독 명사구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다. 즉, ‘N 같
은 N0’ 구성으로 사용되어, 유사성을 명시하는 ‘같-’이 ‘N’과 유사한 더 큰 범주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 따르면, ‘(‘같은’ 꼴로 
체언 뒤에 쓰여) 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의 의미를 지닌 용법이 이
에 해당한다.

따라서 N0 위치에는 주로 N의 부류를 가리키는 상위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온다. 
특히, ‘것’, ‘데’, ‘사람’, ‘물건’ 등의 총칭명사(generic noun)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집합의 크기를 확장시켜서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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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와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에서 특정 ․ 비한정적 지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한
정 대명사(indefinite pronoun)가 총칭명사 기반이라는 점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
다.10)

(16) 가. 의사: 위 중간중간에 이거는 궤양 같은 거 앓으시고 흔적이 남으신 거구요. 
<의료대화 M07078>

나. 의사: 약 잘 드시고, 한약 같은 거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의료대화 
M7064>

다. 의사: 술 좀 조심하시고, 그 야채 같은 것을 많이 드시고, 운동하고 그러십
시오. <의료대화 M07088>

라. [어디에 부딪쳤다는 의사의 질문에] 환자: 콘크리트 같은 데요. <의료대화 
M06041>

(16)에 쓰인 ‘N 같은 것/데’ 구성은 모두 모호한 지시로 해석된다. (16가)의 진단에
서 ‘N 같은 것’이 사용된 이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거나 불확실한 것을 모호하
게 지시하기 위해서이다. (16나, 다)의 처방에서는 정확한 행동 지침을 이르지 않
고, 의무를 뭉뚱그려 부과함으로써 지시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16라)의 답변에
서는 ‘N 같은 데’라고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확실성을 떨어뜨려 표현하고 있다.

특히, ‘암’을 통보하는 상황에서 의사는 암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못하고, 
(16’)처럼 유사성 형용사를 이용하여 모호하게 지시하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16’)가. 의사: 이 병리 조직 검사 결과상에서는 암세포 같은 게 보인다고 적혀져 있
네요. <의료대화 M06027>

나. 의사: 평소에도 들으셨겠지만 암 같은 게 이제 막 퍼져요. <의료대화 
M08022>

10) 예컨대, 한국어의 비한정 대명사 ‘누구, 무엇, 어디’ 등은 의문사를 기반으로 형성되
었다. 프랑스어의 비한정 대명사 ‘quelqu’un(someone), quelque chose(something), 
quelque part(somewhere)’ 등은 ‘un(one), chose(thing), part(part)’와 같은 총칭명사
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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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은 모두 ‘암’과 관련된 대화에서 나타난 ‘N 같은 N0’ 구성들이다. 사실, (16’)에 
나타난 ‘암(세포) 같은 N0’는 암을 중심으로 확장된 집합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암’을 지시한다. 그러나 위중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암은 환자의 소극적 체면
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시를 막기 위해서 ‘N 같은 N0’ 구
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성 표현은 공간적 개념의 은유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인접성
을 나타내는 ‘가깝-’은 범주의 측면에서도 두 요소 사이의 개념적 거리가 가까움을 
나타낼 수 있다.

(17) 가. 의사: 지금 봐서는 간암에 가까운 혹보다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더 많으시다
고 그: 이거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보시자고 
하셨어요. <의료대화 M07063>

나. 아까 그~ 굉장히 반말투로 얘길 하고 또 상말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거든
요. <토론_언어와사회#2>

(17)은 인접성을 나타내는 ‘-에 가깝-’을 이용하여 유사성을 표현한 것이다. (17
가)는 이를 통해서 ‘간암’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간암과 유사한 무언가로 표
현함으로써 해당 덩어리의 정체를 불확실하게 나타낸다. (17나)는 완전히 원형적인 
‘상말’은 아니지만 그와 개념적 거리가 가까운 말을 모호하게 지시하였다. ‘가깝-’은 
그 빈도로 볼 때, 범주적 인접성보다는 수치적 인접성으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3.1.2.4.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

 아우름 표지
유사성 표현에 이어 또 다른 어휘적 방책은 아우름을 지시하는 특수한 어휘를 이

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의존명사 ‘등등(等等), 류(類), 따위’와 같은 표현이 명사구
에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류(類)’의 경우 접사로 쓰여 ‘금속류({금, 은, 동, 
…}), 식기류({그릇, 컵, 숟가락, 젓가락, …})’ 등과 같이 하위부류를 나타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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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의존명사로 쓰인 ‘류’는 특정 개체를 중심으로 그를 포함한 유사한 것들의 집
합을 나타낼 수 있다. 본고의 주요한 연구 대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 대화자료>
에는 ‘등등’, ‘류’, ‘따위’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아우름 표지가 문
어적 성격을 상당히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 말뭉치에서 나타난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 (18)
과 같다.

(18) 가. 해학, 풍자, 야유 등등의 방법으로 간접적 의사전달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강좌, 민족문학>

나. 당시 소개되었던 보들레르와 뮈세 류의 세기말적 병과 일면 러시아의 우울 
문학에 감염된 퇴폐주의 문학이다. <시읽기의 즐거움>

다. 강철 따위의 금속으로 튼튼하게 만들었으므로 간수하기도 좋고 먼 곳으로 
운반하기도 좋다. <계몽사학생백과사전>

(18가)는 ‘등등’, (18나)는 ‘류’, (18다)는 ‘따위’가 붙어 개체의 지시를 모호하게 하
는 표현이다. 주지연(2015)는 의존명사 ‘등등’과 ‘따위’가 ‘낮은 망라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존명사 ‘류’가 ‘낮은 적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해당 표현이 
‘모든 개체들을 빠짐없이 망라하지 않음’을 표시하느냐 ‘해당 개체와 유사한 종류임’
을 표시하느냐의 차이이다. 병렬 구성의 의미에서 ‘낮은 망라성’과 ‘낮은 적시성’ 자
질은 모두 모호한 지시 표현과 관련된다.

특히, 낮은 망라성을 보이는 표현은 대부분 청자가 그 집합을 어느 정도 상정할 
수 있을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적시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체들을 나열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상위 집합 혹은 공통 자질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러한 제한 없이 단순히 낮은 망라성 정도만 표시한다면 이는 청자에게 
단순한 정보의 유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의 N0’와 같은 구성으로 집
합을 한정해 주는 요소가 빈번하게 후행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등등’과 ‘따위’가 
어느 정도의 적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청자는 일종의 집합을 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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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명사 ‘등(等)’은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의 범주를 모호하게 지시하기 위해 ‘-
는 등’ 구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체언의 범주와 관련된 ‘등등’과 마찬가지로 <의료 
커뮤니케이션 대화자료>에는 ‘-는 등’을 이용한 완화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국립국어원 제공 ‘구어’ 말뭉치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는 등’이 문
어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19) 가. 공식적인 행사참여를 일절 거부하는 등 철저히 사생활 보호권을 주장하고 
나선 다이애나 왕세자비. <뉴스피플>

나. 정수과정에서 물에 남게 되는 알루미늄 성분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뉴스피플>

(19)는 ‘-는 등’이 술어의 종류를 모호하게 지시한 예이다. 이 경우, 여러 술어가 
선행한 뒤에 ‘-는 등’이 붙을 수 있지만 하나의 술어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후행
하는 더욱 일반적인 술어의 구체적인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와 비슷한 다른 예들이 있음을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역시 ‘-는 등’이 술어 
종류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1.1.3. 비한정 지시

비한정(indefinite) 지시 표현은 발화의 대상이 되는 지시체 혹은 개념의 정체를 
정확히 지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도 모호한 지시 표현의 일종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는 지시체의 후보군은 넓히면서, 지시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지시를 모
호하게 한다. 한국어의 비한정 지시 표현은 (20)과 같이 다양한 구성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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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어의 비한정 지시 표현
가. 의문 대명사/부사: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어떻게(어찌)
나. 의문 대명사/부사-인가: 누군가, 무언가, 어딘가, 언젠가, 어떻게인가, 왠지

(왜-인지)
다. 의문 관형사+N: 어떤 N, 어느 N, 무슨 N
라. 자리채우미(Pantonymie/placeholder name): 거시기, 뭐시기, 어쩌구, 아무

개, 땡

한국어의 비한정 대명사가 의문사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외적으로, ‘왜’는 ‘왠지’로만 쓰여야 비한정적으로 해석된다.11)

먼저, 의문 대명사/부사, 의문 대명사/부사-인가, 의문 관형사+N 구성을 이용한 
비한정적 지시 표현을 살펴보자.

(21) 가. 의사: 초음파 검사 상에 지금 뭐가 보이고 있거든요? <의료대화 M08031>
나. 환자: 그게 어딘가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부분을 보니까 그 모

양의 변형이 온 거예요. <의료대화 M07057>
다. 의사: 우선 쉽게 얘기해서 암이라든지 어떤 나쁜 덩어리라든지 이런 게 발

견되지는 않는다고 나왔어요. <의료대화 M07098>
라. 한 작가가 자기의 지난 시대의 작품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어찌 보

면 굉장히 쑥스러운 일입니다. <강좌, 민족문학>
마. 의사: 뭐 수술 부작용이나 수술 부담성 이런 거는 물론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의료대화 M08032>

(21가-다)는 각각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인가, 의문 관형사+N 구성을 이용한 
비한정 지시 표현이다. 이들은 모두 정확한 지시를 피하고, 그 지시를 넓혀 모호한 
지시 표현으로 사용된다. 특히, (21라, 마)와 같이 비한정 지시 표현인 ‘어찌’와 ‘어

11) 임홍빈(1988: 64-65)에서는 ‘어떻게’와 ‘어찌’ 역시 ‘왜’와 같이 비한정 지시 표현으
로 사용될 수 없음을 보였다. 본고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더니 문제가 풀렸다. 등
과 같이 특정한 환경에서는 비한정 지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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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N’이 포함된 구성 자체가 완화 표현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름이나 발화 내용을 밝히지 않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리채우미도 비한정 

지시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박진호(2007: 139)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의문사
의 중첩(reduplication) 형태인 ‘누구누구’, ‘뭐뭐’, ‘어디어디’는 자리채우미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모/아무/아무아무’와 같은 형태도 제시하였다. 본고는 
여기에 ‘거시기’, ‘뭐시기’, ‘어쩌구저쩌구’ 등도 자리채우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22) 가. 환자: 박 누구, 박춘전인가 춘전 성형외과예요. <의료대화 M6035>
나. 안양 거시기 병원에서는 거기두 박 머시기라는 열사가, 아무래도 배 만드는 

노동자라구는 해쌓는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다. 의사: 암이란 게 저-저희도 잘 몰라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고. 뭐 식습관

이 어쩌구저쩌구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생길. 생길. 
<의료대화 M08006>

(22가)는 의문사 ‘누구’ 자체가 자리채우미로 쓰여 생각나지 않는 이름 대신에 사용
된 것이다. (22나)는 ‘거시기’, ‘머시기’라는 자리채우미가 쓰여 각각 병원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 쓰일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정보의 확실성과 중요성
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22다)는 인용절의 술어 부분을 자리채우미 ‘어쩌구저
쩌구’로 채워 자신이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모호하게 지시한 것이다. 이들은 모
두 화자의 무지(혹은 의도적으로 꾸며낸 무지)를 반영한 표현으로, 명제 내용을 덜 
확실한 것으로 추론하도록 한다. 따라서 청자는 이러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
한 정보로 받아들이게 된다.

의문사 ‘왜’는 (23)과 같이 꼭 ‘왠지’로 쓰여야 사건의 이유를 모호하게 지시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12)

12) 그 이유로, 임홍빈(1988)은 ‘왜’가 화자-중심적(speaker-oriented) 부사이기 때문이
라고 보았다. 또한, ‘-인가’보다는 ‘-인지’가 관념성을 더 가지므로, ‘왠지(왜인지)’ 구
성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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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 이미 나무는 알몸으로 겨울 복판에 서 있고 나는 이밤 왠지 촛불을 켜고 
싶어진다. <수필공원 93년 겨울호>

나. 정치권이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 ‘왠지 쇼나 사기 같다는 느낌’이라는 극단
적인 반응마저 나온다. <한겨레신문(1999) 사회>

다. 정은이 상명 장학금 받을 거 같애 왠지. <일상대화_가족과사랑에대해>

(23)은 의문사 ‘왜’에 ‘-은지’가 결합한 ‘왠지’가 비한정적인 원인을 나타내기 위해
서 쓰인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왠지’가 작용하는 범위가 발화에 따라 단
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왠지’는 사건의 비한정적인 ‘이유’에 쓰일 수 있지만, 임홍빈
(1988: 66)의 지적처럼 화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13) 두 번째 용법은 
‘누군가, 무언가, 어딘가, 언젠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의미이다.

예컨대, (23가)에서 ‘촛불을 켜고 싶어진’ 사건의 이유는 한정적으로 명시되지 않
는다. 반면, (23나, 다)에 쓰인 ‘왠지’는 이유의 불확실성보다는 화자가 해당 명제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용한 ‘근거’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다. (23가)에 사용된 ‘왠지’
는 모두 ‘무슨 이유(에서)인지’로 대치될 수 있지만, (23나, 다)에 사용된 ‘왠지’는 
그러한 대치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양태부사 ‘아마’로 대치될 때 자연스럽다.

불확실한 이유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결어미 ‘-은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컨
대, (24)와 같이 ‘A[이유]-은지’, B[결과]’가 사용될 수 있다.

(24) 가. 오빠도 자기도 물론 늦은 공부를 하니까, 동병상련이 있었는지 아무튼, 되
게 잘할 거 같다고 얘기를 해 주더라. <독백_사랑이야기#2>

나. 참 재밌는 행동들을 보여주셨던 것들이 생각이 났는지, 제 친구 한 명이 아 
자기 일반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독백_대학생활>

(24)는 ‘A[이유]-은지’, B[결과]’ 구성을 사용하여, 모호한 인과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지영(2008)은 중세국어 ‘-은디’의 통시적 변화과정을 관찰하면서 이것이 동사구 
내포문, 연결어미, 종결어미, 조사로 그 용법이 확대되어 감을 관찰하였다.14) 
13) Sweetser(1990: 76-78)의 인과관계 분류에 따르면, ‘이유’는 명제 내용의 영역

(content conjunction)에 속하고, ‘근거’는 인식 영역(epistemic conjunction)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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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결어미 ‘-은지’가 바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어서’, ‘-라’와 
같이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지시용언 ‘이러-/그러-’에 ‘-은지’가 결합하여 선
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제시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25) 가. 의사: 지방간 때문에 그런지 약간 간 조직이 마룩마룩 하긴 해요. <의료대
화 M07091>

나. 환자: 요새 몸이 그래서 그런지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진 그런 것도 있거든
요. <의료대화 M07066>

다. 의사: 조끔 몸이 아마 약하셔서 그런지 심하게 앓으시는구나. <의료대화 
M06033>

고재필(2015: 245-246)는 여기서 사용된 ‘그러-’의 대용성이 약화되어 하나의 구
문처럼 굳어져 쓰인다고 보았다. 즉, ‘그러-’가 가리키는 내용이 후행절의 결과와 
의미적으로는 공지시적이라 볼 수 있지만, 이것이 후행하는 언어 요소를 대용한다기
보다는 ‘막연한 이유 제시’ 표현으로 굳어져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원인표현 + 이러-/그러- +은지’ 구성이 모호한 원인 지시 표현으로 사용되는 예
는 이미 중세/근대국어 시기 자료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25’)가. 주글 니 그런디 누에사 몯 치니 보탈 것 업고 니 두어도 되디 아닐 
거시라 보내노라 <순천김씨언간 144: 13>

나. 主人의 도리 혀 권 양으로 왓오니 그러디 술도 내 을 바다 
그러가 너기이다 <첩해신어 초간본 3: 17a-b>

14) 원래 ‘알-/모-’ 등을 상위문 동사로 하는 내포문의 어미로 쓰이던 ‘-은디’는 반복 
구성에 쓰이다가 16세기에 연결어미로의 쓰임을 보인다. 즉, ‘단독 동사구 내포문 어미 
→ 반복 동사구 내포문 어미 → 반복 연결어미 → 단독 연결어미’의 변화를 보인다. 
이를 현대어에 존재하는 용법에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1) 걔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단독 동사구 내포문 어미)
(2) 걔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술을 열심히 마셨는지 모르겠다. (반복 동사구 내포문 어미)
(3) 걔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술을 열심히 마셨는지 피곤해 보인다.
(4) 걔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피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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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속의 熱이 이셔 이러지 물을 오니 무 약을 먹어야 죧오리읻가 
<인어대방 9: 12b>

(25’가)에 나타난 ‘그런디’는 ‘죽을 때임’을 ‘누에를 못 침’의 불확실한 원인으로 제
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25’나)에 나타난 ‘그러디’ 역시 ‘주인의 도리를 차
려 권하고자 옴’을 ‘술도 내 마음을 받아 그러함’의 불확실한 원인으로 표현하기 위
해서 사용된 것이다. 일본어와 대조해 보면, ‘그러디’는 ‘そうあるやら’에 대응되
며, ‘やら’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은지’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25’
다)에서는 ‘이러지’가 쓰여 ‘속에 열이 있음’이 ‘물을 찾음’의 불확실한 원인으로 
표현된 것이다.

3.1.2. 모호한 수량 지시 표현

이번 항에서 살펴볼 모호성 표현은 수량(數量)을 모호하게 하는 것들이다. 수량은 
앞에서 살펴본 범주들과 달리 1차원적 척도를 지니고 있으며, 발화 맥락에 따라 그 
척도의 크기(혹은 단위구간)가 달라진다.

화자는 정확한 수량을 알고 있더라도 맥락상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략의 수치를 나타낼 때가 있다. 또한, 잠재적인 비판에 대한 화자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수량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화자는 자신이 
정확한 수량이 아닌 근삿값을 제시하고 있음을 명시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을 사용
한다.

수량을 모호하게 지시하는 표현은 공간 개념의 은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수량이 일차원적 공간 개념인 수직선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모호한 수량 지
시의 공간 개념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한다.

첫째, 병치는 복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컨대, ‘두세 명’은 ‘2’와 ‘3’이라는 두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 중 어떤 것인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모호한 수량을 지시한
다. 둘째, 구간 표현은 두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 사이의 수량을 지시한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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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에서 보름’은 ‘10’과 ‘15’라는 두 기준점 사이의 수량 전체를 모호하게 지시한
다. 셋째, 양방향 인접성 표현은 하나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수량을 지시
한다. 예컨대, ‘200자 내외’는 ‘200’이라는 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와 인접한 수량
을 모호하게 지시한다. 넷째, 일방향 인접성 표현은 하나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주변
의 수량을 지시하나, 어느 한 방향만을 지시한다. 예컨대, ‘십여 일’은 ‘10’과 인접한 
수량 중에서 ‘10’보다 큰 수량을 모호하게 지시한다.

3.1.2.1. 병치

수량을 모호하게 지시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무표지 병렬 구성처럼 여러 
수치를 병치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정확한 수량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후보들을 모두 제시하고, 그중 정확한 수량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는 방식
이다. 다음 (26)은 병치의 예이다.

(26) 가. 의사: 예. 약이 두 번 세 번 나가는데. <의료대화 M07080>
나. 의사: 한 이제, 약간의 검사해서 바로 수술하면 이삼 주, 이삼 주하고? 상태

에 따라서 무슨 좀 항암치료를 할 수도 있고 <의료대화 M07067>
다. 환자: 한 두어 달 되나? <의료대화 M07082>

(26가)는 수관형사와 단위명사가 결합된 명사구를 무표지로 병치시킴으로써 어림수
를 표현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무표지 병렬 구성의 형식과 동일하다. 이 외에, 
수관형사 자체가 병치되어 일종의 합성 수관형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26나)의 ‘이삼’과 같이 수관형사들이 하나의 합성어로 굳어져 사용되거나, (26다)
의 ‘두어(<두)’와 같이 음운 변동에 의해 불투명하게 굳어져 사용되기도 한다. 이
들은 모두 수량에 대한 정확성을 떨어뜨리면서 화자 자신이 해당 명제에 대해 지니
는 확실성을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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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구간 표현

구간(interval, 區間) 표현은 수직선 위에 존재하는 두 수치를 기준으로 그 사이 
수량을 포괄적으로 가리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수량의 정확성에 대하여 화자가 가진 
확실성의 정도가 낮을수록 구간의 크기는 더 넓게 나타난다.

(27) 가. 환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자주 그러니까. <의료대화 M07081>
나. 초판이라면 출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발행부수가 삼천 권에서 오천 

권 사이일 터이다. <사람의 향기>
다. 부동산업계는 재건축 용적률이 50% 정도 낮아지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겨레신문 2003년 기사: 경제>

라. 중국에는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0만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이 유랑하고 
있다. <조선일보 종합(2002)>

(27)은 모두 수치 두 개를 제시하고, 이들을 각각 최솟값과 최댓값으로 하는 구간
을 지시함으로써 수량을 모호하게 표현한 예이다. (27가)는 다른 명사의 도움 없이 
출발점을 나타내는 ‘에서’를 이용하여 구간을 지시하였다. 반면, (27나)는 ‘사이’라는 
명사의 도움을 받아 두 수량 사이의 구간을 표현할 수 있다. (27다, 라)는 보다 명
시적인 표현으로 최솟값과 최댓값을 표현하고 그 사이의 수량을 모호하게 지시함으
로써 발화가 거짓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3.1.2.3. 양방향 인접성 표현

지금까지 살펴본 병치와 구간 표현은 복수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수
량을 모호하게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량을 모호하게 지시하기 위해서 복수의 
기준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병렬 구성에서도 단일한 병렬항만으로도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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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범주 지시가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의 수치만 제시하더라도 수량을 모호하게 
지시하기에 충분하다.

양방향 인접성 표현은 하나의 수치를 중심으로 큰 범위와 작은 범위를 모두 아울
러 지시할 수 있다. 영어의 ‘around, about’, 프랑스어의 ‘autour de, près de’15)와 
같은 표현이 양방향 인접성 표현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 이에 해당하는 표현은 다
음과 같다.

(28) 가. 의사: 배 쪽에 한 1.3 쎈치 정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의료대화 M07068>
나. 의사: 제가 한 달 쯤 있다가 한번 다시 뵙도록 할게요. <의료대화 

M07075>
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대략 15% 정도 감소한 

반면 쇠고기 소비량은 90% 가량 증가했다. <식도락 보헤미안>
라. 모집인원: 15명 안팎 <조선일보 2003년 기사: 경제>
마. “이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만 공개하기 때문에 공개 대상

자가 전체 후보의 15% 언저리지만 벌금형까지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면 숫
자는 훨씬 많을 것” <중앙일보 2011년 기사: 정치(종합)>

(28)은 모두 하나의 수치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인접한 부분을 포괄하여 모호하게 
지시하는 표현이다. 기준이 되는 수치에 선행하는 것들은 부사 ‘한’, ‘대략(大略)/약
(略)’ 등이 있고, 후행하는 것들은 의존명사 ‘정도(程度)’, ‘쯤’, ‘가량(假量)’, ‘안팎’, 
‘언저리’ 등이 있다.

부사 ‘한’16)의 어림수 용법에 대한 연구는 유현경(2008), 김민국(2010) 등에서 
이루어졌다. 유현경(2008: 72)은 모호한 수량 지시에 사용되는 ‘한’을 부사로 보고, 

15) Mihatsch(2010a)는 인접성 표현이 어떠한 공간 개념으로부터 은유화되었느냐에 따
라 ‘autour de’와 ‘près de’를 각각 voisinage(원형 운동, 둘러쌈으로부터 은유화)와 
proximité(특정 기준점으로부터 가까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
대 한국어에서 수량 지시를 모호하게 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러한 분류는 고려하지 않았다.

16)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사전≫, ≪연세한국어사전≫은 이러한 용법의 
‘한’을 모두 관형사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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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형사+분류사’의 수량사 구성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수관형사로 쓰
이는 ‘한’과 다의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시적으로는 동형어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민국(2010: 41)은 ‘한’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대략’의 의미를 지
니는 부사적 용법이 근대국어 시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단수의 의
미를 지니던 ‘한’이 ‘대략’의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비한정적 지시17) 용법(예컨대, 
‘한 청년이 나를 구해 주었다’)의 확대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부사 ‘대략(大略)/약(略)’18)도 어림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다. 이들은 ‘한’과 
달리 한자어를 기반으로 한다. ‘약(略)’이 ‘간결함’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 수
량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림잡아 간단하게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본고의 주요한 연구 대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 대화자료>에서
는 제시문에만 쓰이고, 실제 대화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대략/약’이 ‘정도’, 
‘쯤’보다 문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존명사 ‘쯤’은 민현식(1990: 61) 등에서 언급되었듯이, ‘사이’라는 공간적 의미
를 지니고 있었던 ‘즈’이 ‘공간어 → 시간어’로의 의미 변화를 거쳐, ‘모호한 수량 
지시’의 기능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쯤’의 문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접미사(고
영근 1989, 안주호 1997, ≪표준국어대사전≫), 의존명사/형식명사(이현희 1994b, 
민현식 1998, 황화상 2012), 보조사(정동경 2010)로 보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김
창섭(2007)의 논의에 따르면 이를 부접명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쯤’이 
파생의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명사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미사로 볼 수 
없다고 파악한다. 또한, 보조사로 보기에는 ‘모호한 수량 지시’의 기능이 너무나 어
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명사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17) 실제로 뒤에서 살펴볼 모호한 수량 지시 표현인 관형사 ‘몇’, 일본어의 ‘何’, 영어의 

‘some’, 프랑스어의 ‘quelque’ 등의 표현은 모두 비한정적 지시와 관련된다.
18)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는 ‘대략’을 부사로, ‘약’을 관형사로 

처리하였고,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대략’을 명사로 보면서도 이러한 용법은 부사
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약’을 관형사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략’은 동사에 선
행하여 전형적인 부사처럼 쓰일 수 있는 반면, ‘약’은 오직 수사 앞에서만 쓰일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은섭(2011)은 ‘대략’과 ‘약’의 제한적인 분
포를 근거로 둘 모두 부사로 볼 수 없으며, 관형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
는 ‘대략’과 ‘약’이 수량이라는 ‘속성’을 지닌 관형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부사로 보고
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규호(2008), 황화상(2009) 등에도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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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程度)’와 ‘가량(假量)’19)은 모두 한자어 명사이다. ‘정도’는 ‘수준이나 한도’
를 나타내며, ‘가량’은 그를 구성하는 한자어 각각의 뜻풀이 그대로 ‘임시적인 양’을 
지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두 의존명사는 함께 어울리는 수량 표현이 근삿값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 ‘안팎’은 하나의 수량을 기준으로 그 한도보다 적은 ‘안’과 한도보다 많은 
‘밖’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공간 개념의 은유를 이용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한자어
로는 ‘내외(內外)’가 있으며, ‘안팎’과 마찬가지로 모호한 수량 지시에 사용될 수 있
다. 이는 중국어에서 上下(shàngxià), 左右(zuǒyòu)와 같은 위-아래, 왼쪽-오른쪽
의 공간적 은유가 쓰이는 것과 대비된다.

명사 ‘언저리’ 역시 ‘둘레나 가장자리’라는 공간적 개념으로부터 시간적 개념(‘12
시 언저리’, ‘마흔 언저리’)과 더욱 추상적인 ‘수량’과 ‘정도’의 개념까지 확장되었다. 
하나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둘러싼 정도나 수량을 지시하기 위해서 ‘언저
리’가 사용된다.

3.1.2.4. 일방향 인접성 표현

양방향 인접성 표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모호
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는 하나의 수치를 기준으로 그와 인접한 영
역 내에서20) 그보다 많거나 적은 부분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0개 정도’라
는 양방향 인접성 표현은 ‘10’을 중심으로 쌍방을 모두 포괄하는 것에 비해, ‘십여 
개’라는 일방향 인접성 표현은 ‘10’보다 큰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일방향 인접성 표현은 양방향 인접성 표현에 비해서는 모호성이 떨어지고, 화자
1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가량’이 접사로 등재되어 있다. 반면, ≪고려대한국어사전

≫,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모두 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본고 역시 ‘가량’이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요소가 아니며, 명사구에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존명사로 보
는 것이 낫다고 본다.

20)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상/초과’, ‘이하/미만’과 같은 표현은 일방향 인접성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인접하지 않은 영역도 지시할 수 있으며, 오직 기준점으로부터의 
방향성만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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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실성이 높다.

(29) 가. 환자: 첨에 한 십여 일 전에 이불을 이렇게 농에다 넣는 과정에서 <의료대
화 M06034>

나. 환자: 그러더니 한 십 분 남짓 하더니 또 멈췄어요. <의료대화 M07056>

(29가, 나)는 각각 접미사 ‘-여(餘)’, 의존명사 ‘남짓’이 수량을 모호하게 하는 문장
이다. ‘여’와 ‘남짓’은 기준이 되는 수치와 인접한 영역에서 더 많은 양을 모호하게 
지시한다.21)

그러나 최근에는 ‘-여(餘)’와 ‘남짓’이 일방향성을 잃고, 양방향 인접성 표현으로 
사용된다. 즉, ‘10여 명’, ‘10명 남짓’이 10명이 넘는 경우뿐만 아니라 10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명제 층위에서 ‘일방향성’의 의미보다 화자의 
주관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모호성’의 의미가 더욱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러한 현상은 한국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프랑스어의 ‘vers’는 원래 
공간적 개념으로 ‘~쪽으로, ~을 향하여’라는 일방향성을 지닌 전치사였다. 따라서 
수적 개념으로 사용될 때에도 그러한 일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이러
한 특성을 상실하고, 현재는 수량과 어울려 단순히 인접성에 기반한 모호성 표현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an die/gegen’, 이탈리아어 
‘su+관사, verso’, 스페인어 ‘hacia, sobre’, 포르투갈어 ‘sobre’, 라틴어 ‘sub, ad’에서
도 관찰된다(Mihatsch 2010a: 146-149).

일방향성은 큰 방향뿐만 아니라 작은 방향을 포함할 수 있다. 부사 ‘거의’는 하나
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 기준의 성격에 따라 큰 방향 혹은 작은 방향의 수량을 지
시할 수 있다.

21) ‘여남은(<열+나)’ 역시 ‘여(餘)’와 ‘남짓(<남+)’과 마찬가지로 ‘남다’라는 의미
를 포함하여 ‘열이 조금 넘는 수’를 나타내는 모호한 수량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손
용주(1994)는 ‘여남은’의 ‘남은’을 ‘-악서니’, ‘-웅’과 같이 비생산적인 불구형태소로 
보았다. 또한, 외래어 분류사와의 결합을 위해서는 ‘십여 그람’과 같이 한자어 결합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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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가. 의사: 근데 일단 수술 받으시면 거의 거의 한 뭐 80%선 그 정도는 사시는
데 이제 80%면 뭐 거의 다 사신다고 보는 건데, 그래도 이제 혹시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의료대화 M08006>

나. 의사: 거의 모든 암이 담배와 관련이 있어요. <의료대화 M08005>
다. 의사: 그 거의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거의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

료대화 M08016>
라. 이렇게 해서 4지택일형 문항이 거의 유일한 평가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우

리교육 중등용 94/10>

(30가, 나)는 부사 ‘거의’가 기준이 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량을 모호하게 지
시하는 표현이다. 예컨대, ‘80%’에 근접하는 수치를 모호하게 지시할 수도 있고, 
‘다, 모두’ 등과 같이 전체에 근접하는 수치를 모호하게 지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30다, 라)와 같이 ‘0과 1’이 기준인 경우에는 부정에 대한 완화 혹은 유
일성에 대한 완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치보다는 많은 수량을 모호하게 
지시하기도 한다. (30다)는 ‘죽는 경우’를 수량으로 볼 때, ‘0’에 가깝지만 그보다는 
큰 모호한 수량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30라)는 ‘평가 방법’을 수량으로 볼 때, ‘1’
에 가깝지만 그보다는 큰 모호한 수량을 지시하는 경우이다. ‘거의’는 수량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도’와 ‘빈도’ 표현에도 쓰여 발화의 힘을 약화시키므로, 이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명사 ‘가까이’가 부사 ‘거의’처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방향 인접성 표현으로 
사용되는 예도 발견된다.

(30) 마. 위원: 지금까지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증인: 정확하게 세 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같습니다. 
<제346회-제5차 국정조사(’16. 12. 7.)>

(30마)의 명사 ‘가까이’는 형용사 ‘가깝-’에서 파생되었다. 형용사 ‘가깝-’은 
3.1.1.2.에서 살펴보았듯이, 범주를 모호하게 지시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
러나 (30마)에서는 ‘100벌’이라는 수량을 모호하게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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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거의 100벌’과 마찬가지로 ‘100벌’이라는 단일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와 근접
하지만 기준보다 적은 수량을 모호하게 지시한다.

3.1.2.5. 비한정 수관형사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들이 모두 공간적 개념의 은유로 형성된 것과 달리, 특정한 
수관형사 자체에 다른 표현이 덧붙어 수관형사의 한정성을 떨어뜨리고 모호한 표현
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특정한 수관형사란 십(101), 백(102), 천(103), 만
(104) 등 10진법(十進法, decimal system)에서 일종의 단위로 기능하는 것들을 말
한다.22) 따라서 ‘몇 이십’, ‘수 이십’과 같은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31) 가. 의사: 한 50배가 아니라 한 몇 배? 몇 배쯤 되겠다. <의료대화 M06054>
나. 환자: 원래 필 적에 하루 한 갑씩은 뭐. 진짜 한 몇 십 년 피웠죠. 한 이십

오 년은 핀 것 같은데.<의료대화 M08007>
다. 한 뉴런은 대개 수백 개의 축색 끝을 가진다. <이 하늘 이 바람 이 땅: 한

샘 미네르바문고5>

(31)은 의문 수관형사 ‘몇’ 혹은 접두사 ‘수(數)-’23)가 다른 수사와 함께 쓰여 수량
을 모호하게 지시하는 예이다. 관형사 ‘몇’은 의문사로도 쓰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비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10의 배수와 결합하여 쓰인다. 이러한 용법은 일

22) 언어와 문화에 따라 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어에서는 10진법을 
기반으로 한 모호성 표현인 ‘dizaine’뿐만 아니라 12진법을 기반으로 하는 ‘douzaine’도 
사용된다.

23) ‘수’의 범주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형사/접두사, ≪고려대한국어사전≫, ≪연
세한국어사전≫에서는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다. 즉,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른 
수사와 결합하는 경우 접두사로,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 관형사로 처리하였다. 반면, 
≪고려대한국어사전≫, ≪연세한국어사전≫은 두 쓰임 모두를 접두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 역시 ‘수-’를 접두사로 보는데, 관형사 ‘몇’과 기능이 비슷하지만, 분포상 
‘몇’이 다양한 명사들과 결합하는 데에 비해, ‘수-’는 몇몇 수사와 단위명사에 제한적
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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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어 비한정사 ‘何(nan)’이 ‘何十(nanjuu, 몇 십)’과 같이 쓰이는 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예외라 할 수 있는 것이 (31가)에 나타난 단독형 ‘몇’의 용법인데, 이는 10의 
배수와 결합하지 않고 그 자체로 모호한 수량을 지시한다. 이는 다른 표현이 ‘몇 
십’, ‘몇 백’, ‘몇 천’ 등으로 쓰이는 것과 달리 ‘몇 일(1, [100])’로는 절대 쓰이지 않
는다. 그러나 그 기능과 형식은 ‘몇 십’에 쓰인 ‘몇’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한정 수사들이 항상 완화 표현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31’)가. 의사: 저희 병원에 그, 그 하시는 유방암이, 시술하시는 교수님이 수십 년간 
유방만 전문으로 수술을 하셨고, <의료대화 M08011>

나. 그 후로, 협박 전화, 내지는 추궁 전화 수십 통 왔어요. <독백_사관학교>

(31’)에서 사용된 비한정 수사들은 모두 모호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러나 이러한 모호성은 발화의 힘을 약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과장적(hyperbolic) 
효과를 노리고 발화된 것이다. 예컨대, (31’가)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화한 문장이고, (31’나)는 자신의 
입시 경험과 관련하여 해군사관학교에서 입학을 권유하는 전화가 여러 통 왔다는 
의미로 쓰인 문장이다. 이러한 발화에서 사용된 ‘수십’은 모호한 수량 지시를 통해서 
청자로 하여금 더 큰 수치를 상상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는 발화의 힘
을 낮췄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시의 모호성을 수사적으로 이용하여 표현 효과를 강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3.1.3. 모호성 표현의 의미 지도

모호성 표현들은 다른 언어 요소들의 의미나 용법이 확장되어 형성된 것들이 존
재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모호성 표현은 인접 영역의 다른 용법으로 확장되어 
쓰이기도 한다. 즉, 모호성 표현 내부의 의미 관계, 그리고 모호성과 그 외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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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공시적(다의성)으로도 통시적(의미 변화)으로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Haspelmath(2003)에서 제시한 의미 지도(semantic map)를 통
하여 살펴볼 수 있다.

Mihatsch(2010b)는 로망스어군의 언어들을 토대로 근사어(approximator)의 의미
지도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사성
(similarity)

적용어
(adaptor)

대략어
(rounder)

공간적 은유
(spatial metaphor)

방패어
(shield)

<그림 1> 근사어의 의미지도(Mihatsch 2010b: 117) 

<그림 1>에서 보듯이, 근사어의 하위 범주인 적용어는 인접한 다른 의미인 ‘유사
성’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대략어는 ‘공간적 은유’로부터 형성된다. 또한, 적용어는 방
패어로 확장되어 쓰이거나, 반대로 방패어가 적용어로 확장되어 쓰이기도 한다. 반
면, 대략어는 다른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는 일이 없다.

이러한 과정과 관련되어 Mihatsch(2010b)가 제시한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 가. 유사성 → 적용어: ‘comme’, ‘espèce de’, ‘like’
나. 공간적 은유 → 대략어: ‘approximativement’, ‘vers’
다. 방패어 → 적용어: ‘chais pas moi’, ‘I think’
라. 방패어 → 대략어: ‘chais pas moi’, ‘I think’
마. 적용어 → 방패어: ‘like’, ‘genre’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어 모호한 지시 표현으로 살펴본 것들에도 이러한 의미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논의에 나타난 것들만을 바탕으로 이를 적용시켜 
보면 다음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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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 유사성 → 모호한 범주 지시: 유사성 지시용언 ‘이러-/그러-’, 유사성 형용
사 ‘같-’, ‘가깝-’

나. 공간적 은유 → 모호한 수량 지시: ‘쯤’, ‘안팎’, ‘언저리’ 등
다. 불확실성 표현 → 모호한 범주 지시: ‘-인가’
라. 불확실성 표현 → 모호한 수량 지시: ‘-인가’
마. 모호한 범주 지시 → 불확실성 표현: ‘같-’

(33가)는 유사성의 의미를 지닌 용언 ‘같-’이 범주를 모호하게 지시하는 ‘N 같은 
N0’ 구성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용법의 확장은 Rhee(2005)에서 제시한 
‘identical > of same kind(member) > similar > qualified for inclusion’의 연속체
에서 ‘similar > qualified for inclusion’에 해당한다. 즉, 유사성으로부터 유사한 속
성을 지닌 모호한 범주로의 발달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호한 범주 지시 표현은 (33마)와 같이 불확실성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4.1.1.2.에서 언급될 ‘-은/는/을 것 같-’구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김창섭
(2012)의 분류에 따르면, 절을 논항으로 취하는 부접동사 ‘같-’의 추측문 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같-’의 의미는 논항으로 취하는 절이 참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안주호(2007)은 역사적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추측문 용법
이 <한듕록>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1894년에 간행된 <텬로력뎡>에는 나타남을 밝
혔다. 즉, 한국어에서 (33가)와 (33마)는 ‘같-’의 통시적 용법 확장과 공시적 다의
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33다, 라)를 살펴보면, 불확실성 표현이 모호성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
이다. 불확실성 표현이란 화자의 인식 양태 표현과 관련되는데, 계사와 의문형 종결
어미의 결합형 ‘-인가’를 들 수 있다. 인식 양태의 척도에서 단언과 의문은 정반대
에 위치하여, 단언이 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의문은 불확실성과 무지를 기반으
로 한다. 그런데 이 ‘-인가’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호한 범주 지시 표현과 모호
한 수량 지시 표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표현
이 명제 내용의 모호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33나)는 공간 개념의 은유를 통해서 수량을 모호하게 지시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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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공간적 개념이 시간적 개념을 거쳐 더욱 추상적
인 영역인 수량이나 정도에까지 은유적으로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Mihatsch(2010b)는 이러한 모호한 수량 지시 표현은 수량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법
으로 확장되지 않는 종점(終點)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모호한 범주 지시 표현이 모
호한 수량 지시 표현으로 쓰이거나, 불확실성 표현이 모호한 수량 지시 표현으로 사
용될 수는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Mihatsch(2010b)가 제시한 의미 지도에서 한 가지 반례로 지적될 수 있는 것으
로 유사성 형용사 ‘가깝-’이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간적 은유를 통해
서 수량(‘100벌 가까이’)을 모호하게 지시할 수도 있고, 범주(‘간암에 가까운 덩어
리’)를 모호하게 지시할 수도 있다. Mihatsch(2010b) 역시 프랑스어의 ‘proche de’, 
영어의 ‘about’이 공간적 은유로부터 범주를 모호하게 지시하는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색채 형용사의 경우, 공간과 관련된 프랑스어의 ‘dans’, 이탈리
아어의 ‘vicino a’와 어울려 색채 범주를 모호하게 지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빈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모두 특수한 예외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모호한 범주 지시 표현으로 사용되는 ‘가깝-’은 단순한 예외
로 취급될 수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항 ‘가깝다’의 의미와 용법에는 이미 
모호한 범주 지시의 용법이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간적 은유 → 모호한 
수량 지시 → 모호한 범주 지시’의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림 2>와 같이 
‘공간적 은유 → 유사성 → 모호한 범주 지시’의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인다.

유사성
(similarity)

모호한
범주 지시

모호한
수량 지시

공간적 은유
(spatial metaphor)

불확실성
(인식 양태)

<그림 2> ‘가깝-’을 고려하여 수정된 모호성 표현의 의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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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절하 표현
절하 표현은 명제 내용을 구성하는 개체나 술어가 지니는 강도를 줄임으로써 발

화의 힘을 완화한다. 개체나 술어의 강도를 줄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개
체의 크기나 중요성을 감소시키거나 술어의 강도를 약화시킴으로써 발화 전체가 지
니는 힘을 완화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명제 내용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정
도 절하 표현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술어가 언제나 참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거
짓이 될 수도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발화 전체가 지니는 힘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발화되는 명제의 절대성을 줄이는 표현이라고 보아 절대성 절하 표현으로 분류한다. 
사실상 이 두 표현은 모두 명제 자체의 강도를 줄인다는 점에서 모두 척도적 개념
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것이 개체의 크기나 술어의 강도와 관련되느냐 아니면 술어
의 절대성과 관련되느냐에 따라서 구별한 것이다.

3.2.1. 정도성 절하 표현

3.2.1.1. 지소 표현

지소 표현(指小 表現, diminutive expression)은 개체의 크기나 중요성을 줄이는 
표현이다. 지소사(指小辭, diminutive)라는 범주는 전통적으로 명사에 붙어 ‘작음’의 
뜻을 더하는 파생접사로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어의 지소사는 ‘-아지, -아기, 
-아리, -앙이’ 등 공시적으로 생산적이지 않고 분석만 가능한 접사들에 한정된다. 
그러나 Schneider(2013: 138)의 지적처럼, 지소 표현의 범위를 파생접사인 지소사
에만 한정하면 그 범위는 개별 언어에 따라서 매우 좁아질 수 있다.24) 따라서 특정
한 문법 형식을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중첩, 복합, 우언적 구성 등 다양

24) 이는 주로 라틴어에서 파생된 로망스어군을 포함하여, 슬라브어파, 독일어, 네덜란드
어 등 지소사에 의한 파생이 생산적인 언어들의 연구에서만 유효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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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이 개별 언어에서 어떻게 ‘지소’의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한국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수식어를 이용하여 지소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34)는 의료 대화에서 지소 표현이 사용된 예이다.

(34) 가. 의사: [위암 통보 상황] 조그마한 사이즈로 요 정도 한 세 개 정도 했는데? 
그게 암으로 나왔어요. <의료대화 M08024>

나. 의사: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영향을 주거든요? <의료대
화 M07081>

다. 의사: 드시고 나서 200. 그니까 굉장히 어떻게 정도를 말하, 약한 당뇨가 
좀 있으세요. <의료대화 M06030>

(34)는 ‘조그마하-’, ‘사소하-’, ‘약하-’와 같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함으로써 명사
가 지시하는 개체의 크기나 중요성을 줄이고 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낮은 정도성
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의료 대화에서는 청자의 감정적인 위협을 최
소화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의사는 환자의 질환이나 증상을 축소하고 
그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환자가 겪을 수술이나 처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 지소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3.2.1.2. 정도부사

술어의 정도성을 절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정도부사를 이용한 것이 있다. 
정도부사는 임의의 척도를 가정하고 그와 관련된 평가를 내리는 부사로,25) 정도부
25) 조유미(2009: 26)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정도부사 중에는 사건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

려 ‘사건의 양화’와 관련된 뜻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이에는 ‘약간, 조금, 다소’, ‘많이, 
적잖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도부사 ‘거의’ 역시 ‘사건의 양화’에 쓰여 ‘거의 항상’, 
‘대부분’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들은 정도의 의미로 쓰일 때와 마찬가지로 발
화의 강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단 정도의 의미와 관련된 
정도부사가 사용된 예들만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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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지시하는 부분이 척도의 어느 위치이냐에 따라 술어를 강화할 수도 있고 약화
할 수도 있다. 예컨대, ‘I badly want a drink.’의 ‘badly’는 ‘want’의 정도를 강화하
고, ‘She helped him a little with his book.’의 ‘a little’은 ‘help’의 정도를 약화한다
(Quirk et al. 1985: 485-486). 한국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술어의 정도를 제한
하는 부사어 표현을 통해서 발화 전체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다.

(35) 가. 의사: 거기에서 좀 식도, 식도에 염증이 심한, 위 식도 역류증이 좀 있으세
요. <의료대화 M06029>

나. 의사: 조금 일하시는 것도 약간 심적으로 부담을 쪼금 느끼시고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을 줬을 것 같구요. <의료대화 M07081>

다. 다소 발음이 부정확할 경우도 있고 또 어법이 맞지 않는 말이 사용된 경우
도 있어요. <발표_대화의기법#3>

(35)는 모두 정도부사가 쓰여 술어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예이다. 각 문장에서 완화
를 수행하는 부사어 표현들을 살펴보면, ‘조금, 좀’, ‘약간’, ‘다소’ 등이 있다. 이런 
정도부사가 사용되면, 이들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에 비하여 술어의 강도가 약화되
고, 따라서 발화의 힘 역시 완화되는 효과를 얻는다.

반면, 부정문에는 정도를 높이는 부사들이 쓰여서 부정의 힘을 약화시킬 수도 있
다. 즉, 정도부사가 사용된 발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부정문으로 해석된다.

(36) 가. 의사: 지금 혈압이 많이 높지는 않으시고 100 정도 유지되시거든요? <의료
대화 M07062>

나. 의사: 씨티에서는 그 조그만한 게 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구요. <의
료대화 M07063>

다. 의사: 원인이 아직 잘 모르고, 그러니까 밝혀진 정확하게 딱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진 게 잘 없어요. <의료대화 M08005>

라. 의사: 예. 수술 안 하면은 이게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아요. <의료대화 
M0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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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가-라)에 쓰인 ‘많이’, ‘잘’, ‘썩’ 등의 부사어는 긍정문에 사용될 때에 술어의 의
미를 강화시키는 강화사(booster, reinforcer)로 기능하는 것과 달리,26) 부정문에 사
용되면 부정의 힘을 약화시킨다.

예컨대, (36가-라)의 발화들에서 정도부사를 생략하면, 부정의 힘이 강해지고 발
화의 단정성 또한 강해진다. 정도부사를 사용하지 않은 ‘혈앞이 높지 않-’보다 (36
가)는 혈압이 높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의 힘이 약하게 표현됨으로
써 단정적인 발화를 피한다.

Bolinger(1972: 116-117)에 따르면, ‘not overly bright’는 ‘overly stupid’를 의
미한다기보다는 ‘somewhat stupid’를 의미하게 된다. 즉, 부정문에 이러한 부사어가 
쓰이면 해당 부사어가 수식하는 형용사의 반대 극단이 아니라 ‘stupid-bright’ 척도
에서 중간에 가까운 ‘stupid’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특히, (36다)에 사용된 ‘잘 모르-’와 같은 표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서도 일종의 관용 표현으로 단정적인 부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또
한, (36다)의 ‘잘 없-’과 같은 표현은 비표준적인 사용이기는 하지만, 반의어 쌍인 
‘잘 있-’이 ‘많이 있-’의 의미로 잘 해석되지 않는 데에 반해 ‘별로 없-’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관용적인 사용을 보인다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그렇게’, ‘별로’와 같은 부사들이 부정문에 사용된 발화를 찾아
볼 수 있었다.

(36) 마. 의사: 간 수종이 엄청나게 크지 않으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의료대
화 M06036>

바. 의사: 환자분이 어떻게 삶을 사실 것에 대한 그런 결과가 많이들 좋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대화 M08002>

26) Hans(1994: 269)에 따르면, 이러한 강화사로 기능하는 부사들은 본래 다른 종류의 
부사들에서 그 용법이 확장된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다섯 가지 방식이 있는데, 
Hans(1994: 269)에서 제시한 영어 예와, 본고가 생각하는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예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간/차원 부사(highly, extremely / 지극히), ② 수량 
부사(much, vastly / 많이, 크게), ③ 성상 부사(terribly, violently / 끔찍이), ④ 강조
어(really / 정말), ⑤ 금기어(damned / 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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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마)에 쓰인 ‘별로’는 긍정문에는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부정문에만 어울리는 정
도부사이다. ‘별로’는 화청자 사이에 공유되는 가상적 상황에서 기대되는 기준점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
정의 정도는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전혀’, ‘도무지’, ‘조금도’, ‘아예’와 같
은 부사가 부정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반면에, ‘별로’는 부정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부
사에 속한다. 이러한 부사에는 ‘그-’ 계열의 파생부사(‘그다지’, ‘그리’, ‘그렇게’) 외
에도, ‘별반’, ‘별달리’ ‘딱히’와 같은 부사를 들 수 있다.

(36바)에 쓰인 ‘그렇게’는 높은 빈도로 부정문과 어울리는데, 이와 비슷한 용법을 
가진 단어로 ‘그리’와 ‘그다지’가 있다. ‘그렇게’는 긍정문에 쓰여 강화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이기갑(1994), 신지연(1995) 등에서 관찰되었다. 이기갑(1994: 
469)는 이를 지시적 기능이 상실 또는 약화되어, 화자의 태도 표현의 기능으로 문
법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신지연(1995: 40-41)는 이러한 용법을 비지시적 용
법으로 다루어 사전에 새로운 부사 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
다.

이렇게 지시사가 강화사로 사용되는 것은 영어의 ‘such, so’, 프랑스어의 ‘si, 
tellement’ 등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 이에 관해서, Umbach & Ebert(2009)는 독
일어 지시사 ‘so’가 강화사와 헤지로 사용됨을 밝히면서 어떻게 지시사가 강화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27)

(37) 가. 책상이 크다. (크기 ≥ 비교 집합에 의해 주어지는 기준점)
나. 책상이 그렇게[화시] 크다. (크기 ≥ 몸짓에 의해 추론되는 크기)
다. 책상이 그렇게[조응] 크다. (크기 ≥ 선행 요소에 의해 추론되는 크기)
라. 책상이 그렇게[강화] 크다. (크기 ≥ 상상 기반적 지시(silent demonstration

                                         gesture)에 의해 추론되는 크기)
                 (Umbach & Ebert(2009: 9)의 (14)를 한국어에 맞게 수정)

27) Umbach & Ebert(2009: 6)에 따르면, 척도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 헤지로 해석되
고, 척도를 상정할 수 있으면 강화사로 해석된다. 예외적으로, 색채어의 경우 중의적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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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나)의 ‘그렇게’는 장면에서의 지시로 쓰인 것이다. 예컨대, 화자가 책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몸짓을 하면서 해당 발화를 하였을 때, ‘그렇게’는 그와 관련된 추론을 통
하여 해석된다. (37다)의 조응적으로 쓰인 ‘그렇게’는 문맥 지시로 사용된 것을 말
한다. 예컨대, ‘책상이 침대만 하더라. 책상이 그렇게 커.’와 같은 문장을 상정하면, 
‘침대만 하-’라는 선행사와 조응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7라)에서 
강화사로 쓰인 ‘그렇게’는 화청자가 공유한다고 (화자에 의해) 가정되는 기준에 의
거한 것이다. 이는 Bühler(1934: 102)의 Deixis am Phantasma(상상에 기반한 화
시) 개념을 따른 것으로, 진행되는 발화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적 상황에 기반한 화
시[신지연(1995)의 분류에 따르면 상맥 지시]와 관련된다. 이처럼 ‘그렇게’는 화청
자가 공유한다고 생각되는 어느 기준점 이상을 가리키는 부사로 사용되면서 강화사
로 사용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문에 강화사 ‘그렇게’가 사용되면 오
히려 부정의 강도를 줄인다.

이 외에, 모호한 수량 지시에도 사용되었던 부사 ‘거의’가 한계점이 있는 술어와 
어울려 정도를 약화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38) 가. 의사: 예, 위암인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의료대화 M08025>
나. 의사: 성형외과에서도 또 이렇게 다 원래처럼 만들어 주고 막 그러니까 외

견상으로는 별로 옛날과 거의 똑같고요. <의료대화 M08015>
다. 의사: 예, 좀 커졌는지 볼려고 한 건데, 거의 사라졌네. <의료대화 

M07091>
라. 하나는 막~ 모~ 그~ 거의 공감이 안 되는 영화고, 으, 하나는 옛날에 한 

번쯤 있었을 법한 얘기니까, <주제대화_영화와연극>

(38)은 모두 ‘거의’가 술어의 정도와 관련되어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이다. 이들은 술
어에 모두 한계점이 존재하고 ‘거의’는 그를 기준으로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예컨대, (38)은 ‘확실-’, ‘똑같-’, ‘사라지-’, ‘공감이 안 되-’를 완화하기 
위해서 ‘거의’가 사용되었다. 완전히 확실하고, 완전히 똑같은 정도를 ‘1’로 보면, 이
들은 ‘1’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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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 되는 정도를 ‘0’으로 보면, 이들은 ‘0’보다는 조금 큰 정도를 나타낸다. 만약 
이들 발화에서 ‘거의’가 쓰이지 않았다면 단정적이고 강한 발화로 해석되었을 것이
다.

3.2.1.3. 통사적 부정

통사적 부정을 통한 완서법(緩敍法, litote)은 술어의 정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주로 척도가 있는 형용사에 쓰여 극단적인 부정을 막는다. 예컨대, ‘무겁지 않
다’는 ‘가볍다’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상보다는 덜 무겁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부정은 언제나 개념이나 진술의 의미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아
니라 단순히 정도성을 절하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정된 술어(‘무겁
-’) 자체가 화청자의 개념 공간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개념(‘가볍-’)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절하(‘덜 무겁-’)하는 효과를 지닌다.

(39) 가. 의사: 조직 검사를 해 봤더니 뭐 또 좋지 않은 세포들이 보이는 것 같다 말
씀 드렸잖아요? <의료대화 M06026>

나. 의사: 아, 그러면 좋은 습관은 아니시네요. <의료대화 M06028>
다. 할머니, 오늘 딱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의료대화 

M06034>
라. 의사: 간 기능검사에서 간에 수치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시네요. <의료대화 

M06029>
마. 의사: 그 식도에 좀 그러한 염증이 있는 걸로,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의

료대화 M06028>

(39)는 모두 부정의 작용역이 척도가 있는 형용사에 있는 예들로, 직접적인 반의어
를 쓰는 것보다 부정의 강도가 약하다. 예컨대, (39가, 나)의 ‘좋지 않-’을 ‘나쁘-’
로 대치하게 되면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 (39다)의 ‘쉽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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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을 대치하여 청자의 요청에 대한 거절을 완곡하게 하고 있다. (39라, 마)의 
‘나쁘지 않-’, ‘심하지 않-’은 ‘좋-’, ‘약하-’와 같은 직접적인 반의어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다.

3.2.1.4. 상위언어적 비교 구성

통사적 부정보다 부정의 강도를 더욱 약화시키는 방책으로 상위언어적 비교 구성
을 이용할 수 있다. 상위언어적 비교 구성은 정도성을 지닌 형용사를 이용한 보통의 
비교 구문과 달리, 발화의 적절성에 대하여 화자가 평가하는 구성이다. 즉, 진리치나 
적절성의 관점에서 발화 간의 우월함을 비교하는 구성이다. 보통의 비교 구성이 ‘A
가 B보다 X’와 같은 구문을 취하는 것에 비해, 상위언어적 비교 구문은 ‘X-기보다
(는) (오히려 / 차라리)28) Y’와 같은 구성을 취한다.

(40) 가. 환자: 많이씩은 아프다기보다는 은근히 양쪽 발이 다 딛기가 좀 안 좋죠. 
<의료대화 M06040>

나. 의사: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실제적으로 뭐 중요한 건강 문제라기보다는 일
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의료대화 M07075>

다. 의사: 그렇죠. 위암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혹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의료대화 M08008>

(40)의 상위언어적 비교 구성은 모두 명제 내용의 부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예컨대, (40가)는 ‘많이씩 아프-’, (40나)는 ‘중요한 건강 문제이-’, (40다)
는 ‘위암이라고 생각하-’라는 내용을 약하게 부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즉, 이들

28) 이후인(2015: 35-37)는 ‘오히려’와 ‘차라리’를 척도 형성 부사류 중에서 ‘정정의 부
사류’로 보았다. 또한, 최종원(2016: 60-84) 역시 ‘오히려’와 ‘차라리’를 척도 비교와 
관련된 부사적 표현으로 보고, 모두 후행 내용을 긍정하고 초점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본고 역시 이러한 상위언어적 비교구문이 ‘X가 아니라 Y’를 완화한다
고 보았으므로, X를 ‘정정(訂正)’하고 Y를 ‘긍정’한다고 본다.



- 95 -

은 각각 ‘많이씩 아프지 않-’, ‘중요한 건강 문제가 아니-’, ‘위암이라고 생각하지 
말-’과 같은 부정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의 부정 강도를 약화시켜 표현하는 방
식이다.

상위언어적 비교 구성은 X의 발화보다는 Y의 발화가 더욱 적절하다는 화자의 태
도를 드러내는 구문이고, 따라서 발화의 적절성 측면에서 Y가 X를 초월한다는 의미
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는 ‘X가 아니라 Y’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은 특히 청자가 과거 담화에서 단언한 명제나 가정과 대치되는 명제를 발화할 
경우에 사용된다. 즉, 청자의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이 수반할 수 있는 소극적 
체면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3.2.2. 절대성 절하 표현

3.2.2.1.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사태나 행위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빈도부
사는 빈도의 기준으로 특정한 기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한정적 빈도
와 비한정적 빈도를 나타낼 수 있다(Quirk et al. 1985: 541-542). 예컨대, ‘매일’, 
‘매주’, ‘일 주일에 두 번’과 같은 표현은 빈도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명시되므로 한
정적 빈도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보통’, ‘자주’, ‘항상’, ‘가끔’과 같은 표현은 빈도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비한정적 빈도이다. 술어의 절대성을 완화하
는 빈도부사는 비한정적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들로, 그중에서도 보편성이나 절대성
을 약화하는 빈도부사가 사용될 수 있다.

(41) 가. 환자: 속 쓰린 거는 때때로 쓰려요. <의료대화 M07098>
나. 환자: 가끔가다 조금 쓰릴 때가 있어요. <의료대화 M07059>
다. 환자: 어떤 때는 어쩌다 한번쓱, 화장실에 가기 전에 줄줄 그럴 때가 혹간 

있어. <의료대화 M0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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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은 낮은 빈도를 가리키는 빈도부사에 해당하는 ‘때때로, 가끔(가다), 어쩌다 
(한번씩), 혹간’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 발화의 절대성을 약화시킨 예이다. 이런 낮
은 빈도를 가리키는 부사를 사용하게 되면, 발화된 명제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빈도를 줄이므로, 발화의 힘도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정도부사와 마찬가지로 빈도부사 역시, 부정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빈도를 
지시하는 빈도부사와 함께 사용되면 발화의 힘이 약화된다.

(42) 가. 고등학교 생활이 항상 즐겁지는 않았다. <조선일보 특집(2002)>
나. 지금은 그런 증상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공존의 그늘(5)>
다. 환자: (내시경 검사 여부에 대한 답변) 그거는 별로 안 해 봤죠. <의료대화 

M07081>

(42가, 나)에 쓰인 ‘항상’, ‘자주’는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부사로, 부정문에 사
용되면 반대로 부정의 힘을 약화시켜, 절대성을 낮춘다. (42다)에 쓰인 ‘별로’는 부
정문과만 어울려 사용되는 부사로, 정도부사의 쓰임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빈도
부사로 쓰였을 때에도 기대되는 기준 빈도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냄으로써, 부정의 
절대성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3.2.2.2. 경향성 표현

명제가 현실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다른 것과 비
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에 가까운 경향성을 지님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예외가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발화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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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 환자: 변을 볼 때 쪼금 시간이 오래 앉아 있는 편이고, 변이 좀 가는 편이
에요. <의료대화 M06032>

나. 의사: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을 통해서 낫고, 항암요법이라든지 방사능요
법을 통해서 낫는 경향이기 때문에 <의료대화 M08036>

다. 따라서 미셸 푸꼬식으로 비판하자면 현상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론이 되기가 
쉬워요. <신과학운동>

(43)의 예들은 모두 경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어, 발화의 절대성을 줄이고 
있다. 예컨대, (43가)의 ‘-는 편(便)이-’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해
당 술어가 지시하는 영역에 속한다는 뜻으로, 해당 술어가 지니는 절대성을 떨어뜨
리면서 단언의 힘을 완화한다. 시정곤 ․ 김건희(2011: 95)은 ‘-은/는/었던 편이-’ 구
성이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인식 양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29) 그러나 본고
는 ‘-는 편이-’ 구성이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 상태의 확실성과 관련된다기보다는 
해당 명제가 실세계에서 실현되는 절대성 혹은 빈도와 관련된다고 본다. 따라서 ‘-
는 편이-’ 구성은 인식 양태 표현이라기보다는 명제 내용을 절하하는 완화 표현의 
일종으로 분류하였다.

(43나)의 ‘-는 경향(傾向)이-’ 역시 명사 ‘경향’이 이끄는 보절 내용이 지니는 
절대성을 떨어뜨리면서 단언의 힘을 약화한다. 예컨대, ‘항암요법이라든지 방사능요
법을 통해서 낫기 때문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43나)처럼 ‘-는 경향이
-’ 구성을 사용하면 절대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명사 ‘경향’은 ‘경향(성)을 보이
-/띠-’, ‘경향(성)이 있-/강하-’와 같은 구성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술
어의 절대성을 낮추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사는 진단 결과를 
통보할 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덜 위협적으로 발화할 수 있고, 환자는 자기 증상
을 설명할 때, 증상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줄여서 발화할 수 있다.

(43다)는 ‘-기(가) 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떠한 일어나는 방향에 경향성
을 부여한다. ‘-기(가) 쉽-/어렵-’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난이도를 나타내
29) 이와 같은 범주에 ‘-은/는 마당이-’, ‘-은/는/을 지경이-’, ‘-은/는/을/던 판이-’ 구

성을 포함시켰다. 나아가 확실성 등급에서 ‘정도’를 ‘이유’와 ‘의도’ 사이에 속하는 것으
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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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 일이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현
상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론이 되-’보다 (43다)는 덜 단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지은(1998: 92-96)은 여기에 쓰인 ‘쉽-’, ‘어렵-’을 ‘화자중심 양태용언’으
로 보면서도, 동시에 양태가 아닌 객관적 사실이나 일반적인 통념과 관계된 것을 표
현하는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본고의 시각과 같이 일반적 경향
이나 객관적인 원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지은
(1998)은 어떠한 차이가 양태용언으로서의 쓰임과 ‘경향성 표현’으로서의 쓰임을 구
별해 주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특히, 김지은(1998: 93-94)에서는 ‘철수가 집
에 갔기가 쉽다’와 같이 ‘-었-’이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쉽-’에 양태용언
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문법성 판단에는 동의하기 힘
들다. 또한, 그 의미가 정말로 화자의 ‘인식 상태’에 한정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기가 쉽-/어렵-’을 인식 양태 표현이 아닌 경향성 표현으
로,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의 하위분류에 포함시켰다.

3.2.2.3. ‘-는/을 N이 있-’ 류

절대성을 절하하는 또 다른 방법은 행위나 사태를 보절로 취하는 명사와, 존재를 
나타내는 ‘있-’을 결합하는 것이다. 즉, ‘-는/을 N이 있-’과 같은 구성을 사용할 수 
있다.

(44) 가. 환자: 가끔가다 조금 쓰릴 때가 있어요. <의료대화 M07059>
나. 소리 없는 메시지가 더 강렬한 효과를 가져오는 때가 있다. <가장 작은 것

으로부터의 사랑>
다. 의사: 거기가 이제 좁아져 가지고 국소적인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의료대화 M06039>
라.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친구들이 오히려 애를 안 낳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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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의 ‘때’와 ‘경우’는 모두 ‘형편이나 사정’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즉, ‘-는/을 
경우가 있-’, ‘-는/을 때가 있-’은 모두 어떠한 사건이 존재함을 나타는 표현이다. 
본고는 표제 명사 ‘때’, ‘경우’가 보절이 지시하는 사건을 마치 사물처럼 구체화
(reify)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사건은 영화처럼 청자에게 서술되
기보다는 사진과 같은 개체처럼 제시된다. 따라서 ‘-는/을 경우/때가 있-’ 구성은 
마치 해당 사건이 일어난 사진을 몇 장 제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예컨대, (44나)를 ‘더 강렬한 효과를 가져오-’로, (44다)를 ‘국소적인 통증이 오
-’로 표현하면, 그 사건 자체를 전부인 것처럼 서술하게 된다. 이에 비해, ‘-는 경
우가 있-’ 구성을 사용하면 특정한 경우에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제한된 해석을 유도한다. 

이는 영어의 ‘There are times/cases when/where S’, 일본어의 ‘Vinf-nonpast 事こと/
場合ばあい がある’30)와 같이 사건이나 상황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빈도부사 ‘종종’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 같다.

이와 다른 유형으로, ‘측면(側面)/면(面)’, ‘부분(部分)’과 같은 명사가 표제 명사
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45) 가. 공익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가변적이었고 또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
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호하게 제시되어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언론의 좌표>

나. 기껏 5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진 우리 국회에 수백 년 역사의 영미(英美) 수
준 의회정치를 요구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주간조선 1762호>

다. 의사: 수술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항암치료?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의료대화 M08010>

30) Makino & Tsutsui(1991: 199)에는 이러한 용법이 ‘무언가가 때때로(from time to 
time) 일어남’을 표현한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よく(자주)’, ‘時々(때때로)’, ‘偶に(이
따금)’과 같은 빈도부사와 종종 함께 사용된다는 점 또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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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의 ‘측면’, ‘면’, ‘부분’은 모두 같은 뜻으로,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를 나타낸
다. 따라서 이들은 보절의 내용을 전체의 일부(一部)로 절하하는 효과를 지닌다. 즉, 
전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 중에서 일정한 범위에만 해당 명제가 유효함을 의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보절의 내용(즉,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 내용)을 축소하여, 
발화의 힘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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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발화행위의 수행이 성공적이기 위해, 즉, 발화 수반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정
한 조건이 적절히 충족되어야 한다. Austin(1962: 14-15)는 수행문이 적절하게 수
행되기 위해 필요조건을 제시하였다. 관습적 효과를 지니는 관습적 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수행할 적절한 인물과 상황, 그리고 언어(words)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들 조건을 위반하면 수행문은 불행한(unhappy) 것, 즉, 부적절한 것이 된다
고 보았다.

화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대한 연구는 Searle(1969)에서 더욱 체
계화되었다. Searle(1969)는 화행을 구성하는 구성 규칙으로 네 가지 조건을 제시
하였다. 첫째, 명제 내용 조건은 화행에서 발화 수반력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이다. 
둘째, 예비 조건은 화행이 일어나기 위한 실세계의 필요조건이다. 셋째, 진실성 조건
은 화자가 해당 행위에 진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넷째, 본질 조건은 화행
의 본질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해당 화행이 어떤 의도를 지니고 행해진 것으로 간주
되는지와 관련된다.

이 네 가지 적정조건은 함께 어울려 발화 수반력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조건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발화 수반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이 조건 가운데 명제 내용 조건은 해당 화행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본질 조건은 다른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 어떤 행위로 
인식되는지를 상세히 밝힌 조건으로, 다른 조건이 성립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질 조건 역시 해당 화행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러
한 이유로 명제 내용 조건과 본질 조건은 조정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달리, 예비 조건과 진실성 조건은 발화 수반력을 형성하는 조건이기는 하지
만, 그 조건이 명제 내용 조건과 본질 조건과 달리 강력한 제약을 이루지는 않는다. 
즉, 그 정도가 약화되거나 강화되어도 화행의 종류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이 조건들은 함께 어울려 발화 수반력을 약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예비 조건은 
화행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실세계의 조건이므로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음을 명
시하면, 발화 수반력이 약화된다. 반대로, 진실성 조건은 해당 화행에 화자가 진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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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임하고 있음에 대한 것이므로 만족되지 않으면 협력적인 대화 참여자로 받아들
여지지 않는다.1) 따라서 진실성 조건은 오직 명시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조건의 명시가 발화 수반력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Searle(1979)에 제시된 다섯 가지 화행은 단언행위, 지시행위, 언약행위, 정감행
위, 선언행위이다. 이들을 다시 화행의 맞추기 방향에 따라 두 분류로 나누면, 언어
를 세계에 맞추는 행위(단언, 정감, 선언)와 세계를 언어에 맞추는 행위(지시, 언약)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넓게 보아 전자를 단언행위로, 후자를 지시행위
로 보고 각각의 적정조건에 따른 완화 표현을 살펴볼 것이다.2)

4.1. 단언행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단언행위는 화자가 믿는 바를 표현함으로써 청자가 이를 믿도록 하는 행위이다. 

Searle(1969)에서는 이를 ‘단언(assertion), 진술(statement), 확언(affirmation)’으
로 분류하였으며, 이후 Searle(1979)에서 제시된 화행 분류에서는 ‘단언행위
(assertive)’라는 용어로 정의되었다. 이에 따르면, 단언행위는 언어를 세계에 맞추
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화자의 심리적 상태는 믿음이다. 즉, 화자는 자신의 믿음을 

1) 진실성 조건을 표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로, Lauerbach(1989: 35)에서 
제시된 이중 구속 도식(Double-Bind Schema)을 제시할 수 있다. 이중 구속 도식이란 
“나는 A하기 싫지만, [A의 화행]”과 같이 자신의 의도/의지의 부재와 해당 화행을 역
접으로 연결하는 도식을 일컫는다. 예컨대, “비판하기는 싫지만/비판하는 것은 아니지
만, [비판의 내용].”, “귀찮게 하기는 싫지만, [귀찮은 명령].”과 같은 발화가 이에 해
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역시 이미 화행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진실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고는 이를 상위화자의 도입(5.1.1.5.)과 
관련지어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나 “음식이 변변치 않지만,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공손성을 위하여 
한국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역시 선후행절이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데, 이 역시 이중 구속 도식과 유사한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러한 태도는 임동훈(2008)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화행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면 
의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 사실성
(factuality)과 실현성(actualization)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임동훈 2008: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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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면서 언어를 자신의 믿음세계에 맞추는 것이다. 단언행위는 넓게 보아, 주장
하기, 진술하기, 판단하기,3) 뽐내기, 항의하기, 결론짓기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공통적으로 (1)의 적정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만 수행된다고 하였다.

(1) 단언행위의 적정조건(Searle 1969: 66)
가. 명제 내용 조건: 모든 명제
나. 예비 조건

1. 화자는 해당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
2. 청자가 해당 명제를 알고 있을지는 화청자 모두에게 분명하지 않다.

다. 진실성 조건: 화자는 해당 명제를 믿는다.
라. 본질 조건: 해당 명제가 실제 세계의 사태를 재현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간

주된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1)의 조건들 중에서 예비조건-1, 예비조건-2, 진실성 조건
을 조정하는 완화 표현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발화 수반력을 완화하는지 밝
힐 것이다.

4.1.1. 예비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

단언행위의 예비 조건은 둘로 나뉜다. 예비 조건-1은 화자의 증거(“화자가 진리
성에 대한 증거를 지님”)와 관련되어 있고, 예비 조건-2는 청자의 인식 상태(“청자
가 해당 명제를 아는지는 불분명함”)와 관련되어 있다.

예비 조건-1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3) Austin(1962)의 체계에서는 판정행위(verdictive)와 설명행위(expositive)가 서로 다
른 범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판정과 설명은 Searle의 화행 분류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화행의 맞추기 방향(언어→세계), 화행에 표현된 심리상태(믿음), 적정조건이 일치하
므로 하나의 범주로 본다. 의료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사의 진단 역시 판
정행위이므로, 단언행위의 하위분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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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낼 수 있다. 이는 청자에게 해당 명제 p를 믿도록 하는 힘을 약화시킨다. 예
컨대, 발화행위 부사어 표현(‘잘 모르겠지만’)을 사용하거나, 불확실성의 정도를 높
이는 망설임 표지(‘음…’)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명제가 절대적인 사실이 아
니라 화자의 추측임을 드러내는 방법(‘-을 것이-’)을 사용할 수 있다.

예비 조건-2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청자가 해당 명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청자에게 명제 p를 믿게 한 것은 화자 자신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표
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명제 p의 진리성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감소시
킨다.4) 예컨대, 발화행위 부사어 표현(‘아시겠지만’)을 사용하거나 선어말어미 ‘-잖
-’을 사용하면 해당 명제가 청자에게도 이미 공유된 것임을 드러낼 수 있다.

4.1.1.1. 발화행위 부사어 표현

발화행위 부사는 명제 내용이 아니라 발화행위를 수식한다. 예컨대, ‘요컨대’는 후
행하는 발화행위의 성격을 규명하는 부사이고, ‘솔직히’는 후행하는 발화행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부사이다. 이들 중에는 단언의 예비 조건을 명시적으로 약
화시키는 부사어 표현도 존재한다.

예비 조건-1과 관련된 발화행위 부사는 화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은 ‘화
자는 해당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지만 단언행위를 수행함’의 의미
를 지닌다. 

(2) 가. 의사: 세 번째로는 호르몬 영향도 좀 있는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
지는 않지만. <의료대화 M07076>

나. 의사: 그냥 한 1일 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의료대화 M08001>
다. 의사: 제가 그 확인을 잘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보험이 적용

되는 부분이니까 큰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의료대화 M08023>

4) 이는 청자 역시 해당 명제 p를 알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세우
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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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화자의 인식 상태와 관련된 부사어 표현들을 통해 발화 수반력을 완화하고 
있다. 각 부사어 표현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잘/정확히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
는데’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감히/아는 대로) 말하자면’과 같은 
화행과 관련된 동사(‘말하-’)가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화자가 전달하려는 
명제가 충분한 증거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협력적인 대화 참여자로서 화자가 알
고 있는 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반면에, 예비 조건-2와 관련된 발화행위 부사는 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들은 ‘해당 명제에 대하여 청자도 알고 있음을 화자도 알고 있으나 단언행위를 수행
함’의 의미를 지닌다.

(3) 위원: 김기춘 증인께서 인사를 포함해서 많은 개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증인: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법부를, 저희들이 무
슨…… <제346회-제5차 국정조사(’16. 12. 7.)>

(4) 위원: 안 위원님께서도 대학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총장이 어떻게 누구를 뽑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346회-제8차 국정조사(’16. 
12. 15.)>

(3, 4)에 나타난 증인의 발화는 위원과의 공유 기반을 가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
원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즉, (3)에서는 증인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없
음을, (4)에서는 총장이 부정입학을 지시할 수 없음을 청자와의 공유 지식으로 도입
한다. 이러한 도입은 자신이 전달하는 명제가 화자 자신만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
님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해당 명제 p의 진리성에 대한 책임을 화청자 모
두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상대적으로 화자의 책임을 줄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요소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영어의 ‘you know’를 들 
수 있다. Östman(1981: 16-22)은 ‘you know(y’know, ’know)’를 어휘적 헤지
(lexical hedge)로 다루고, 이를 청자의 위협으로부터 화자의 체면을 보호하는 전략
이라고 보았다. 이는 해당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연대 책임을 청자에게 부여함으로



- 106 -

써 이루어진다. 또한, 청자가 해당 명제 내용을 모르더라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더 큰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손한 표현으로 해석되는 것
으로 보았다.

4.1.1.2. 추측 표현

추측 표현을 사용하면, 해당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확실성을 낮추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단언행위의 예비 조건-1을 약화시킴으로써 단언의 힘을 약화시킨다.

(5) 가. 의사: 맹장염은 아니실 거고. <의료대화 M06032>
나. 의사: 큰 이상은 없으, 쪼끄만 혹 같은 게 하나 있으셨던 것 같애요. <의료

대화 M06027>
다. 환자: 뭐가 얹친 듯이, 있는 듯하더라고 <의료대화 M06028>
라. 의사: 수술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수 있

어요. <의료대화 M06042>
마. 환자: 아, 그럼 약물치료를 하면 저렇게 나, 낫는 모양이죠? <의료대화 

M07067>

(5)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들로 단언의 발화 수반력을 낮춘 예들이다. 이에 
사용되는 표현들로는 선어말어미 ‘-겠-’을 포함하여 ‘-을 것이-’, ‘-은/는/을 것 
같-’, ‘-은가/는가/나 보-’, ‘-은/는/을 듯하-’, ‘-을 수 있-’, ‘-은/는/을 모양이-’
와 같은 우언적 구성이 있다. 위의 형식들과 달리 어휘적 성격이 짙어 문법화 과정
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화자의 인식적 상태를 약화시켜 추측으로 표현하는 
구성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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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 의사: 암을 가지고 이게 냅두 이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의료대화 M08014>

라’’.의사: 거기는 용종같이 쪼그만 혹 같은 거 있어도 나중에 그게 큰 병으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면 떼 버리는 게 좋아요. <의료대화 
M07082>

(5라’, 라’’)는 (5라)에 쓰인 의존명사 ‘수’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가능성(可能
性)’, ‘여지(餘地)’가 표제 명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가능성 판단’의 의
미를 지니므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실성을 약화시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
을 수 있-’ 구성이 인식/행위 양태의 양면성을 지니는 것과 달리 이들 구성은 인식 
양태의 해석만을 갖는다.5)

이 외에도 추측의 의미를 지닌 부사들이 단언행위를 완화하는 효과를 위하여 사
용될 수 있다.

(6) 가. 의사: 아마 이 약 드시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의료대화 M06029>
나. 의사: 조끔 몸이 아마 약하셔서 그런지 심하게 앓으시는구나. <의료대화 

M06033>
다. 의사: 마취 거시면은 전혀, 하나 안 아프: 깨어날 때 혹시나 아프실 수도 있

는데 하실 때 통증 같은 거는 전혀 없으시거든요? <의료대화 M08020>

(6)은 ‘아마’, ‘혹시’와 같은 추측의 양태부사가 ‘-을 것 같-’, ‘-은지’, ‘-을 것이
-’, ‘-을 수 있-’과 같은 다른 추측 표현과 함께 어울려 나타나 단언의 힘을 약화
시켰다. 이들은 모두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화자의 확실성을 떨어뜨림으로써 단언의 
예비 조건-1을 약화시켜 발화 수반력을 완화한다.

5) 박재연(2003), 임동훈(2003) 등에서 언급되었듯이, ‘-을 수 있-’은 주어의 인칭과 
유정성에 따라 ‘가능성 판단’의 인식 양태로 해석되기도 하고, ‘능력’, ‘허가’의 행위 양
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반면, ‘-을 가능성이 있-’, ‘-을 여지가 있-’과 같은 구성은 
‘가능성 판단’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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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망설임 표지

단언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한 경우, 화자는 발화에 앞서 망설이
는 태도를 표시할 수 있다. 이는 청자로 하여금 단언행위의 예비 조건-1이 덜 만족
된다는 추론을 야기함으로써 단언의 힘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망설임 표지는 (7)과 
같이 다양한 언어 요소로부터 만들어진다.6)

(7) 가. 감탄사: 아, 어, 음, 글쎄, …
나. 비한정 대명사: 뭐
다. 지시사: 그, 저, 저기
라. 접속부사: 그러니까(그니까/근까[긍까]/까)

첫째, 다양한 감탄사는 발화 중간에 화자가 망설이는 동안 나타나는 휴지를 채우
기 위하여 사용된다.

(8) 가. 의사: 입원은 어: 수술 한 수술 전 날 정도 입원해서요. 수술 후 한 일 주
일? 그 정도에서. <의료대화 M08014>

나. 환자: 음: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나 혹간 그럴 때가. <의료대화 
M07082>

다. 의사: 글쎄, 이게 수술이 유방암 수술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길어
봤자 한 시간이나? <의료대화 M08015>

(8)의 예들은 모두 화자가 발화 도중에 자기 발화에 앞서 망설이는 동안 발생하는 
휴지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감탄사들이다. ‘아’, ‘어’, ‘음’과 같은 감탄사는 일종
의 범언어적인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저 발화상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

6) 망설임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표지를 삽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지, 불안정한 억양, 반
복, 더듬거림, 발화의 재구성(수정), 후보충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
에서는 일단 특정한 표지의 삽입으로 망설임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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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은 작게는 명제 내용에 포함되는 단어를 찾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크게는 담화 내에서 해당 발화가 지니는 적절성을 확신하지 못
해서일 수도 있다.

‘글쎄’는 이해영(1994: 14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확신이 없다는 태도로 자신
의 의견을 부드럽게 표출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상신(2014)에서는 ‘글쎄’의 어원을 ‘그러()-’와 이유 ․ 원인을 나타내는 ‘-ㄹ’가 
결합한 형태인 ‘그럴’로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ㄹ’7)와 ‘-으니까’의 
의미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룰 또 다른 망설임 표지인 ‘그러니까(그니까)’
와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한정 대명사 ‘뭐’가 화자의 망설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된다.

(9) 가. 의사: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폐나 그런데 안 좋아 간이나 나쁠 수도 있지
마는 이게 뭐 병세가 드러나기보다는 그 전 단계 같은 거가 있거든요? 몸
이 불편하다거나 뭐 <의료대화 M06048>

나. 의사: 예 먹고 뭐 이 상태에서는 찌른다고 뭐 쪼금 인제 그런 게 있는데 
<의료대화 M06054>

다. 환자: 그러면 기본은 뭐, 뭐 오줌, 피 뭐 인제 뭐 그런 거겠죠? <의료대화 
M06039>

구종남(2000)은 담화표지 ‘뭐’가 의문사나 부정대명사로 쓰이던 것이 화용적 강화를 
통해 담화표지가 되었다고 보았다. 본래 ‘뭐’는 ‘의문’이나 ‘불확실함’에서 ‘망설임’이
나 ‘명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비단정적 태도 표출’, ‘시간 벌기’ 등의 기능으로 
확장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완화 표현도 단언의 발화 수반력
을 낮추어 화자가 자신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는 점
에서 이와 동일하다.

7) 이현희(1988: 212-215), 리의도(1990: 198-199)은 ‘-ㄹ’가 원인 ․ 이유의 의미를 
상실해 갔다고 보았는데, ‘그러니까’의 ‘-으니까’ 역시 원인 ․ 이유의 의미를 잃고 새로
운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망설임 표지로 사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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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시사 ‘그’, ‘그게’, ‘저’, ‘저기’ 등이 망설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된다.

(10) 가. 수면제를. 예. 수면제가 아니고 그.. 수면제가 아니고 그게.. 그 말라리아, 
학질약. 학질약이에요, 학질약. <밤과 음악사이 95/2/15>

나. 의사: 일단은 저기: 열이 지금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열 없
는 상태구요? <의료대화 M07096>

다. 환자: 근데 저, 저기 간염, 비형 간염 있는데. <의료대화 M06039>

지시사들은 구체적인 지시체를 가리키지 않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
시사는 (10가)처럼 화자가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찾는 동안 시간을 버는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발화에 앞서 (10나)처럼 해당 발화의 불확실성을 표
현하거나 (10다)처럼 새로운 정보를 조심스럽게 발화하기 전에 망설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Wang(2011)의 일본어 ‘あの(ano)’와 중국어 ‘那个(nàge)’에 대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어 ‘あの’와 중국어 ‘那个’는 한국어 ‘저, 저기’와 같이 
모두 원거리 지시사로 쓰인다. 그런데 Wang(2011)은 두 요소가 단순한 filler로 기
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담화-화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즉, 새로운 담화를 
완곡하게 도입할 때, 체면 위협 행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망설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지시사의 기능에도 적용되며, 본고의 완화 표현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넷째, 접속부사 ‘그러니까(그니까)’가 망설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된다. 

(11) 가. 의사: 아. 예. 아. 이게. 그니까: ((들숨)) 암이긴 암인데요? 어. ((5초간 휴
지)) 이게. ((들숨)) 그. 지금: <의료대화 M08003>

나. 의사: ((머뭇거리면서)) 그: 이게 지금 ((턱에 손을 괴며)) 어: 약간의 그니
까 지금 발견한 것도 지금 되게 다행이거든요? <의료대화 M08014>

다. 환자: 그니까 저기 ((얼굴을 손으로 긁으며)) 제가 잠자기 전에 치킨을 먹
었어요. <의료대화 M0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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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 사용된 ‘그니까(근까, 까)’는 모두 화자가 발화에 앞서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발화되었다. 이러한 ‘그러니까’의 기능은 이기갑(1994), 신지연(1995) 등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기갑(1995: 479)는 이를 ‘메우는 기능’으로 보고, ‘-으니까’가 앞
의 말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보았다. 신지연
(1995: 46-48)에서도 ‘그러니까’를 담화표지의 일종으로 보면서, 여기에 사용된 
‘그러-’가 비지시적 용법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에 동의
하면서, ‘그러니까’가 화자의 망설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는 특히 ‘그러니까’가 자신의 선행 발화를 요약하거나 수정 ․ 보완하는 용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원인-결과’ 관계를 가리키던 ‘그러니까’는 ‘요약’과 ‘부연’의 용법으로 확장
되어 쓰일 수 있다.8)

(11’)가.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 <제346회-제4차 국
정조사(’16. 12. 6.)>

나. 4시간,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4시간 27분 동안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 이것
이 팩트라니까요. <제346회-제2차 국정조사(’16. 12. 5.)>

다. 올이 큰 거야, 아니 저기 근까, 완만한 거야, 다시 말해서 완만하고, <수업
대화_오디오EQ>

(11’)은 ‘그러니까’가 ‘원인-결과’ 관계가 아니라 선행 발화를 요약하거나 부연하기 
위해 쓰인 예들이다. (11’가)는 상대의 발화를 요약하여 정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를 사용한 것이다. (11’나)는 선행 발화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수정하여 말하고 있
으며(4시간 → 제가 주장한 4시간 27분), (11’다)는 선행 발화의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크다 → 완만하다). 명제 내용 층위의 ‘원인-결과’ 관계는 선행 발화를 ‘근거’
로 ‘결론’을 내리는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선 발화의 내용을 종합하여 요
약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8) Maynard(1993: Ch. 3)에 따르면, 일본어 ‘だから(dakara)’도 의미 층위에서는 원인-
결과 관계를 지니지만, 화용 층위에서는 선행 발화-부연 설명의 관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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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발화를 다시 반복하거나 그 형식이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그만큼 화자가 
해당 발화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11)에 사용된 
‘그러니까’는 망설임 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접속사로 쓰이던 것들이 망설임 
표지로 문법화되는 예들은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 영어의 ‘so’, 프랑스어의 ‘enfin’
등이 모두 이러한 기능을 지닌 것으로 언급되었다.

Mosegaard Hansen(2008)에 따르면, 프랑스어의 ‘enfin’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망설임 표지로 문법화되었다. 원래 ‘enfin’은 “마지막에, 결국에”와 같은 시간적 순서
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로부터 ‘나열(listing)’, ‘요약(synthesizing)’, ‘바꿔 말하
기(reformulative)’, ‘자기 단속(self-interruptive)’, ‘분개(indignant)’ 기능으로 확장
되어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망설임 기능은 ‘바꿔 말하기’ 기능이 확장된 
것으로, 20세기 자료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Mosegaard Hansen 2008: 
207-208). 이러한 확장 현상에 대해서는 Traugott & Dasher(2002: 281)에서 제
시된 문법화의 일반적인 방향을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즉, ‘시간적 선후(비주관적) 
→ 담화 사이의 관계(주관적) → 망설임 / 완화(상호주관적)’의 변화를 거쳐 형성된 
기능으로 보았다.

4.1.1.4. 확인의문문

화자는 단언하는 명제 내용에 대하여 청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단언에 의문의 형식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 경우, 화자가 청
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언의 힘은 약화된다. 즉, 청
자가 해당 명제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청자의 인식 상태와 관련된 예비 
조건-2를 만족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확인의문문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9)

9) 개별적인 의문 형식들이 지니는 고유한 형식적, 의미적 특성을 단순화하여 하나의 문
장 형식을 설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화자가 청자에게 단언을 하면서, 동시
에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통적인 기능’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 
형식들이 언제나 확인의 용법으로만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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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확인의문문의 종류10)
가. 부가의문문: 단언에 이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그렇지? / 그렇지 않-(안 그

렇-)?’, ‘그제? / 아이가?’
나. 부정의문문: ‘-지 않-?’, ‘-잖-?’, ‘-거 아니-?’
다. 유사의문문: ‘-군?’, ‘-네?’, ‘-다면서?’

본고는 의문문이 드러난 표면 구조를 중시하여, 단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나타나
는 경우(‘[명제], 그렇지?’)만을 ‘부가의문문’으로 보고, 부정 요소와 의문 억양이 함
께 실현된 경우(‘[명제]-지 않니?’)를 ‘부정의문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과 달리 
화자의 인식 체계에 완전히 내면화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양태 어미와 의문 억양이 
함께 실현된 경우(‘[명제]-네?’)를 ‘유사의문문’으로 보았다.

이들은 모두 어떠한 명제를 청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단언’과 그에 대한 청자
의 답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문’의 사이에 위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의문은 주로 화자의 인식적 불확실성과 관련되어 연구되었다. 그러나 의문은 
‘청자’의 인식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의종(2012: 15-16)는 Kamio(1997)
의 ‘정보 관할권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하면서, 정보의 ‘확실성’이라는 개념은 절대적
일 뿐만 아니라, 청자의 입장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측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고 역시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여 확인의문문은 화자보다 청자의 인식 수준이 같
거나 높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단언에 후행하는 지시용언 ‘그렇지?’ 혹은 ‘그렇지 않-’의 의문형으로 이루
어진 부가의문문이다. 이때, ‘그렇-’는 선행하는 단언을 대용한다.

10) 이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다양한 용어와 분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주로 ‘-지 않-’, 
‘-잖-’ 등을 포함하는 부가의문문(장석진 1984, 구종남 1992), 확인문(김동식 1981, 
이영민 2001), 부정 확인 의문문(김송희 2014), 부정 의문문(김미희 2010)과 같은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군?’, ‘-네?’, ‘-다면서?’와 같은 유사의문문(박재연 2005)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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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 의사: 걱정이 좀 많이 되시긴 하셨겠어요. 그죠? <의료대화 M08032>
나. 환자: 근데 이게 암이 확실하다면 그러면은 그때 그 선생님이 뭐 검사를 잘

못하신 거네요. 그죠? <의료대화 M08032>
다. 환자: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입원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

료대화 M08030>

(13)은 모두 단언에 이어 부가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단언의 힘을 줄인 예이다. 선
행 발화는 모두 청자가 더 잘 알만한 정보들이고, ‘-겠-’, ‘-네-’과 같이 화자의 
인식 상태를 약화시키거나 ‘-지-’, ‘-잖-’과 같이 청자의 인식 상태를 강화시키는 
표현을 사용된다. 만약, 청자가 더 잘 알만한 정보를 화자가 무표적인 ‘단언’으로 표
현하면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언행위의 예비 조건-2를 취소하면
서 단언의 힘을 약화시킨 것이다. Pichler(2013: 188)도 영어의 부가의문문이 명제
에 대한 화자의 확실성을 줄이고, 청자로부터 명제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기능을 
지닌다고 보았다.

둘째, ‘-지 않-?’, ‘-잖-?’, ‘-거 아니-?’와 같이 부정 요소가 의문문에 사용된 
부정의문문이다. 특히, 확인의 의미로 해석되는 부정의문문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선어말어미의 결합 양상, 부정 극어와의 공기 여부, 응답 양상, 
공기하는 선행 용언의 제약 등에서 일반적인 부정의문문과 차이를 보인다.

(14) 가. 환자: 뭐 아예 안 하고 그냥 편안히 있다가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의료대
화 M08022>

나. 환자: 그,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가 암이잖아요? <의료대화 M08021>
다. 환자: 아니면 말기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의료대화 M08011>

(14)는 부정의문문의 형식이 쓰여 단언과 동시에, 청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표현이
다. 이 경우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명제는 부정 요소에 의해 부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화자는 긍정문을 믿고 있음을 넌지시 드러내면서, 청자의 확인이나 동의를 
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단언행위의 예비 조건-2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청자의 적극
적 체면(‘청자가 해당 정보를 알고 있음을 인정함’)을 강화할 수 있다. 즉, 화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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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신의 주관적 단언보다는 청자를 고려한 상호주관성을 강조하면서, 단언의 성격
을 덜 단정적이고 덜 명시적인 것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특히, (14나)의 ‘-잖-’은 손세모돌(1999), 이재현(1999), 배주채(2002), 이현희
(2004) 등에서 밝혀져 왔듯, ‘-지 않-’ 구성이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선어말
어미의 자격을 지니게 되었다. 본래 ‘-지 않-’ 구성이 확인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잖-’ 역시 ‘확인’ 혹은 ‘강조’(이재현 1999)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
고는 ‘-잖-’의 확인 기능이 다른 확인의문과 마찬가지로 단언행위의 예비 조건-2
에 작용하여 단언의 힘을 떨어뜨린다고 보았다.11) 또한, 해당 명제가 청자의 지식 
속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화의 책임을 화자로부터 감소시키기 위해 
‘-잖-’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14’)가. (암 선고를 받고 절망하는 환자에게) 의사: 3-40%면 30%는 사는 건데 이
제 환자분이 그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받으시면. <의료
대화 M08029>

나. 의사: 술 드시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환자: 술 먹, 술 먹었어요.
의사: 술 좀 자주 드시나요?
환자: 예.
의사: 그래요? <의료대화 M07058>

다. 환자: 아유 뭐 선생님께서야 물론 뭐 저한테 이런 힘을 줄라고 좋게 말씀하
시는 거겠지만 암 그러면 대개 다 사형선고로 인식이 되잖아요.
의사: 아 실제로 예 아니 안 그렇습니다. <의료대화 M08007>

11) Waltereit(2001), Karagjosova(2003) 역시 본고의 관점과 같이 양태 불변화사
(modal particle)의 쓰임이 화행의 적정조건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한
국어의 ‘-잖-’과 그 기능이 유사하다 할 수 있는 독일어 불변화사 ‘ja’ 역시 단언행위
의 예비 조건-2를 취소한다고 보았다. 단언행위에 사용되는 양태 불변화사 ‘ja’는 화자
와 청자가 모두 발화의 명제 내용에 동의함을 암시하면서, 예비 조건-2 혹은 Grice의 
양의 격률이 만족되지 않더라도 해당 단언행위가 담화 상황에 적절히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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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은 담화 상에서 청자에게 공유되지 않은 정보에 화자가 ‘-잖-’을 사용한 경우
이다. 즉, ‘-잖-’을 이용한 화자의 단언에 대해 청자는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가 공유되지 않았음을 표현한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화자는 청자와 공유되지 
않은 정보에도 ‘-잖-’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화자가 발화하는 명제 내용이 
청자의 영역에도 위치하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서, 해당 발화의 
중심을 청자의 영역에까지 확장시키고, 그 책임을 화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뜨리
는 역할을 한다. Suh(2002)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지적된 바 있는데, 청자를 설득하
기 위해서 마치 화청자 사이의 공유 기반(common ground)이 존재하는 것처럼 ‘-
잖-’을 이용하는 것이다.

(15) S: 아, 내가 음성학에 대해서 좀 제대 제대로 모르고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 왜. 이거 협력 체계 이뤄지면 내가 넘겨 주구 분석해 가구.

[Suh 2002: 297-298, 예문 (10)]

(15)는 ‘있잖아’과 ‘왜’가 함께 쓰여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예로 사용되었다. 
Suh(2002: 293)는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던 담화 화제에 관심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체면 위협행위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막기 위
해서 화자는 청자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Suh(2002: 296)는 이러한 요소
가 화청자 사이의 연대를 상정하고 대화 참여자 사이의 공유 기반(shared ground)
을 확인한다고 보았다.

(15’)H: 그 이메일 안에서 쳐 놓으려면 시간 한 안 잡아도 삼십 분은 걸리잖아요. 
전화 삼십분 거는 건데.

S: 그렇지, 아하.
H: 여기서 UC-UCLA에서 우리 집까지 삼십 분 걸면 꽤 나온다고.
S: 아, 그렇지 그렇게 되겠구나. 맞아.     [Suh 2002: 300-301 예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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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서 H가 사용한 ‘-잖-’은 ‘S’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즉, S의 
반응으로 ‘아하’가 사용되고, ‘-구나’가 사용된 것을 볼 때, H가 전달하는 명제는 S
의 인식 상태에 원래부터 내면화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잖-’은 화자가 가상의 공유 기반을 만들어 청자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 유사의문문은 해당 정보가 ‘내면화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양태 어미들에 의
문 억양이 실현된 것이다. 이들 양태 어미는 해당 명제에 대한 화자의 낮은 인식 상
태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따라서 화자의 높은 인식 상태를 가정하는 일반적인 단언
에 비해 유사의문문이 쓰인 단언은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힘보다는 확인이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기능을 가진다.

(16) 가. 의사: 일단 담배를 피시는군요? <의료대화 M06038>
나. 의사: 근까 뭐 오래, 상처는 오래 전에 입으신 거네요? <의료대화 

M07081>
다. 환자: 그나마 머리 없는데 뭐 이나마 다 빠지겠네요? <의료대화 M08004>
라. 환자: 뭐 암도 유전적인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의료대화 M08006>

(16)의 ‘-군요?’, ‘-네요?’, ‘-면서요?’12)는 모두 박재연(2005)에서 제시된 ‘유사의
문문 효과(pseudo-interrogative effect)’를 일으키는 양태 어미들이다. 이들은 해당 
정보가 화자에게 내면화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의문문은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한
다. 따라서 유사의문문으로 표현된 명제들은 화자보다는 청자가 더 알만한 명제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화청자 모두가 해당 명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
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단언행위의 예비 조건-2를 약화시켜 단언의 힘을 완화한
다고 할 수 있다.

12) <의료 커뮤니케이션 전사자료>에서 물음표(?)와 상승 억양(↗)이 모두 나타나는 예
만을 선정하였으므로, 해당 발화는 확실히 문말 상승 억양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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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진실성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

단언행위의 진실성 조건은 ‘화자가 명제 p에 대해 믿는다’는 것이다. 예비 조건-1
이 만족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도, 명제 p를 단언하는 순간, 화자의 심리적 
상태에는 해당 명제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 반면, 진실성 조건이 만족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순간 화자가 원하는 화행은 성립할 수 없으며,13) 진실성 조건과 관련된 
언급은 오직 강화될 수 있을 뿐이다.

진실성 조건을 명시하면 화자 자신의 믿음을 전면에 부각하기 때문에 단언의 힘
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각이 오히려 명제 
p를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명제 p가 재현하는 
세계를 화자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발화의 절대성을 유보하고 단언
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화자는 자신의 믿음과 관련된 표현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단언
의 힘을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앎’, ‘생각’, ‘기억’, ‘판단’, ‘느낌’ 등의 화자의 인
지 상태와 관련된 표현들을 문면에 제시하면 해당 명제의 진리성이 화자의 주관적
인 믿음으로 제한된다.

(17) 가. 의사: 음, 지금 제가 봐서는 환자분 뇌졸중 같지는 않아요, 봐서는 <의료대
화 M07056>

나. 의사: 꽤 건강에 위협을 줄 만한 징후는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대화 M07075>

다. 의사: 제 생각에는 뭐 나쁜: 병 같지는 않습니다. <의료대화 M06040>

13) 진실성 조건을 부정하는 표현을 가정해 보면, 단언행위를 하면서, ‘나는 P라고 믿지
(생각하지) 않지만, P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절(화행과 관련된 부사절)
과 후행절(화행)이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Ludwig Wittgenstein)에 의해 철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무어의 역설(Moore’s 
paradox)을 낳는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인식 수준이나 증거와 관련된 예비 조건-1
을 완화하는 ‘나는 (P를) 잘 모르지만, P이다.’라는 문장은 화자가 충분한 증거가 없으
나 최대한의 증거를 통해 짐작하건데, P를 믿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화용론적으로도 
적절한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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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 아마 초음파 검사는 제가 먼저 알기로는 한 10만 원 정도? <의료대
화 M07099>

마. 의무실장: 제가 아는 한 미용을 목적으로 주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
346회-제2차 국정조사(’16. 12. 5.)>

바. 저로서는 그런 소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런 분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46회-제2차 국정조사(’16. 12. 
5.)>

(17)은 화자(‘저’)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진리의 범위를 화자 자신
으로 제한하는 표현이다. 즉, 해당 명제를 화자 개인의 진리로 제한함으로써 절대적 
진리로의 믿음을 방지하는 효과를 지닌다. 비록 화자가 생각하기에 절대적 진리가 
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성 조건을 명시하면서 이것이 화자 자
신의 개인적 판단임을 강조한다.

한편, 화자 ‘저’가 발화의 표면에 드러남으로써 발화에 따른 화자의 책임은 명시
된다. 따라서 진실성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은 양면적인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의료 대화에서는 진실성 조건의 명시가 의료진이 전문가
로서의 권위를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환자에게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로 
제시하는 효과를 지닌다.

화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단언을 개인의 진리로 더욱 
명확히 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17마, 바)는 모두 ‘한(限)’이라는 의존명사가 ‘-
는 한(에는/으로는)’ 구성으로 사용되어 명시적으로 진리의 범위를 화자 자신에 한
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어울려 단언되는 명제들은 모두 실세계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제한된다.

또한, 진행상(progressive aspect) 표지 ‘-고 있-’이 현재 시제와 결합하면 이러
한 효과를 강조할 수 있다. 즉, ‘-고 있-’을 사용하면 화자가 해당 정보를 발화 시
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부각한다. 이는 발화행위의 화시 중심(‘지금’)을 
강조함으로써 진실성 조건을 명시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로 ‘-고 있-’을 사용하면, 화자의 진리 담지력을 현재로 축소하는 해석을 발생시



- 120 -

키기도 한다.

(17’)가. 환자: 암도 뭐 유전적인 그런 원인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료대
화 M08030>

나. 의사: 2기 정도면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을 지금 
권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대화 M08002>

(17’)은 ‘알-’, ‘생각하-’에 진행상 ‘-고 있-’이 결합하여 화자의 진리 담지력을 발
화 시점으로 제한한다. 문숙영(2009: 197-200)에 따르면, 현재 시제가 지니는 ‘상
황의 종료나 시작에 대해 어떠한 함축도 지니지 않음’은 ‘보편적 진리’라는 함축 의
미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여기에 진행상 ‘-고 있-’이 결합하면 일시적이고 임시적
인 의미가 부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화자는 ‘-고 있-’을 사용하여 담지력이 발화 
시점에 국한된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믿음을 상대화한다.

시제뿐만 아니라 특정한 구문 역시 담지력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
다. 인지 동사 ‘알-’에 인용절을 이끄는 어미 ‘-다고’가 사용되거나 명사절에 목적
격 조사 ‘-을’이 사용될 때보다 부사격 조사 ‘-로’가 사용되면 담지력이 더욱 일시
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18) 가. 의사: 제가 알기로는 수술 한 시간 정도면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의료대화 M08018>

나. 국무총리: 그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 직후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제346회-제12차 국회본회의(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 긴급현안
질문)(’16. 11. 11.)>

다. 경호실 차장: 당일 날 시간은 제가 정확한 시간은 아닌데 오전에 출입했다
가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346회-제3차 국정조사특위회의(’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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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 예들은 모두 ‘것’ 보절에 부사격 조사 ‘-로’가 인지 동사 ‘알-’, ‘기억하-’과 함께 
쓰인 것이다. 만약 이들을 인용절 ‘-다고’로 고치거나 명사화 어미 ‘-음’에 목적격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로 발화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영속적인 믿음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
다. 예컨대, (18다)를 ‘오전에 출입했다 갔다고 기억하-’, ‘오전에 출입했다 감을 기억하
-’로 발화하면, 그 믿음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된다. 변정민(2002: 81)는 인지 동
사의 구문 유형에 따라 주관화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14) 즉, ‘-게 > -을 –로 > 
-다고 > -을’ 순으로 ‘-게’가 가장 소극적이면서 주관화의 정도성이 크다고 보았고, ‘-
을’이 가장 객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4.2. 지시행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지시행위는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이는 Austin(1962)

에서는 자신의 권력이나 영향을 행사하는 행사행위(exercitive)에 해당한다. 
Searle(1969)에서는 이를 요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후 Searle(1979)에서 제시된 
화행 분류에서는 ‘지시행위(directive)’라는 용어로 정의되었다. 지시행위는 단언행위
와 반대로 세계를 언어로 맞추려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상
태는 바람이다. 즉, 화자는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면서 청자의 미래 행위를 유도함으
로써 세계를 언어에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행위는 넓게 보아, 명령하기, 주문하
기, 요청하기, 간청하기, 조언하기 등을 포함한다.

본고는 2.2.2.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화자가 자신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언약행위도 
지시행위의 일종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지시행위와 언약행위는 모두 세계를 언어
에 맞추고, 실현성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화자가 언어
를 통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언약행위는 

14) ‘것’과 양상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존명사인 ‘줄’이 ‘-로’와 어울릴 때와, ‘-
을’과 어울릴 때를 비교해 보면 ‘-줄을’에 선행하는 내포문의 사실성이 더 높게 해석
된다. 심지어, 후행하는 동사가 ‘알았-’과 같이 과거시제를 취하면 ‘-로’에 선행하는 
내포문은 반사실적(counterfactual) 의미로 해석된다.



- 122 -

일종의 ‘화자’ 지시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시행위와 언약행위의 적정조
건은 (19)와 같이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시행위(Searle 1969: 66) 언약행위(Searle 1979: 44)
가. 명제 내용 조건: 청자의 미래 행위 가. 명제 내용 조건: 화자의 미래 행위
나. 예비 조건 나. 예비 조건
  1. 화자는 청자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화자는 자신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지시 없이 청자가 해당 행위를 할

지는 화청자에게 분명하지 않다.
  2. 화자는 청자가 화자의 해당 행위

를 원한다고 믿는다.
다. 진실성 조건: 화자는 청자가 해당 

행위를 하기를 원한다.
다. 진실성 조건: 화자는 해당 행위를 

하고자 의도한다.
라. 본질 조건: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를 하게 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라. 본질 조건: 화자가 자신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의무를 지게 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19) 지시행위와 언약행위의 적정조건

(19)의 지시행위와 언약행위의 적정조건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명제 내용 조건에서 미래 행위의 행위주는 각각 청자와 
화자로 다르다. 둘째, 예비 조건-1에서 행위의 능력은 각각 청자와 화자의 능력과 
관련된다. 이러한 차이는 본질적으로 지시와 언약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행위주가 
각각 청자와 화자라는 점에 기인한다.

언약행위는 청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시행위에 비해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다. 이 때문에, 지시행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들이 모두 언약행위
에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시행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중
심으로 기술하되, 언약행위에도 적용되는 완화 표현이 존재할 때에만 이를 언급하도
록 한다.



- 123 -

4.2.1. 예비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

지시행위의 예비 조건-1은 ‘어떤 행위 A에 대한 청자의 능력이나 소망’에 대한 
믿음이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이 약화되면,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지
시의 힘이 완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믿음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그 
믿음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예컨대, 청자에게 예비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질문
하거나, 예비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청자의 행위 
수행 가능성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행위 자체의 강도를 낮추어 청자의 행위 
수행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는 언약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화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 표현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4.2.1.1. 예비 조건에 대한 의문

지시행위의 예비 조건-1을 완화하는 방식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어떤 행위 A에 
대한 청자의 능력이나 의향을 묻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청자의 능력이나 의지에 대
한 믿음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가 화자에게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범언어
적으로도 요청을 위해 청자의 능력이나 의지에 대해 묻는 의문문 형식이 가장 빈번
하게 쓰인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왔다(House & Kasper 1981 등). 다음 (20)은 지
시를 완화하기 위해서 예비 조건-1을 의문으로 제시한 예이다.

(20) 가. 의사: 한 달 후에 한 번만 더 나와 보실래요? <의료대화 M06028>
나. 의사: 잠깐만 올라가서 누워 보시겠어요? <의료대화 M06031>
다. 의사: 잠깐만 누워 줄 수 있으세요? <의료대화 M07055>
라. 의사: 그래서 지금 오늘 검사하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오실 수 있죠? 

<의료대화 M07081>
마. 의사: 수술을 한번 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의료대화 M0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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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은 모두 청자의 능력이나 의향을 물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시를 수행하고 있
다. 박재연(2015)는 관습화된 간접화행이 어떻게 예비 조건과 관련지어 작동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이는 화행의 시나리오 중 이전 부문(the BEFORE)이 매체가 되
어 요청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청자의 능력에 대한 의문은 청자의 능력을 
매체로 하고 요청을 목적으로 하는 환유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다만, 본고의 기술이 이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청자의 ‘의도’를 예비 조건과 관
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연(2015: 80)는 청자의 ‘의도’를 요청 시나
리오의 이전 부문(The BEFORE)이 아닌 이후 부문(The AFTER)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청자의 ‘의도’는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실세계의 조건으로 파악
할 수도 있다. 가령, 박재연(2015: 82)에서 이후 부문과 관련된 표현으로 제시된 
‘소금 좀 주겠니?’는 이전 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화자가 청자
에게 행위 A할 의향을 묻는 것은 지시행위의 예비 조건이자 시나리오의 이전 부문
과 관련된다.15)  경험적으로도 영어의 ‘Will you ~?’, ‘Would you ~?’와 같이 청자
의 의향에 대한 의문은 청자의 능력에 대한 의문과 같이 관습적 간접 지시로 사용
된다. 따라서 본고는 청자의 능력과 의지를 모두 예비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하
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 화행의 의문문을 사용한다고 본다.

한편, 언약행위에도 ‘예비 조건에 대한 의문’과 관련된 표현이 쓰여 언약의 힘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비 조건-1에 대한 의문’은 사용될 수 없다. 
언약행위의 예비 조건-1은 ‘화자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믿음’인데 이를 의문
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화용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화자 자신의 능력과 
의지는 누구보다도 화자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청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
를 요구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시행위에는 쓰일 수 있는 예비 
조건-1에 대한 의문이 언약행위에는 쓰일 수 없다.

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청자의 요구’와 관련된 예비 조건-2에 대해서는 의문으
로 표현할 수 있다.
15) 박재연(2015: 94, 각주 40)는 “한국어의 경우 간접 화행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것이 시나리오의 핵심 부문에서 먼 의도 표현이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기술하였으
나, 의도 표현을 이전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기술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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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 의사: 뇌파 검사도 원하시면 해 드릴 거구요. 괜찮으시겠어요? <의료대화 
M07055>

나. 환자: 그냥 아는 선생님이 백병원에 있는데 그리 가도 되나요? <의료대화 
M08016>

다. 의사: 네. 그게 아주 오래된 약이니까 고걸로 좀 바꿔 드릴까요? <의료대화 
M07077>

라. 의사: 한 번 더 걱정스러우시면 오늘 한 번 더 다시 해 드릴까요? 혈액형
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게? <의료대화 M07069>

(21)은 자신의 미래 행위에 대해서 청자의 요구를 의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미
래 행위의 언약에 앞서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해당 행위가 청자에게 바람직한 것인
지를 묻는 것이다. 이로써 청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청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4.2.1.2. 예비 조건에 대한 가정

예비 조건에 대한 가정은 의문과 마찬가지로 지시의 내용이 되는 행위의 가능성
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즉, 청자의 의지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최소화하고, 이를 가정으로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한다.

(22) 가. 의사: 만약에 이 결과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수술을 하셔야 돼요. <의료
대화 M06027>

나. 환자: 내일도 시간이 되는데, 선생님 내일 시간 되시면은. <의료대화 
M07066>

다. 의사: 예, 다음 번에 기회가 되시면은, 제주도에서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좋
구요. <의료대화 M07063>

라. 의사: 지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는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의료대화 M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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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는 모두 청자가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한 예비 조건-1을 가정으로 표현한 문장
이다. 이렇게 예비 조건-1을 가정으로 표현하면, 화자 자신은 청자가 해당 행위를 
할 능력이나 의향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서 해당 
행위의 실현 여부는 화자가 아니라 온전히 청자의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에게 부여하는 의무의 힘이 감소되고 지시의 발화 수반력 
또한 감소하게 된다.

한편, 언약행위에도 ‘예비 조건에 대한 가정’과 관련된 표현이 쓰일 수 있다. 이는 
‘예비 조건에 대한 의문’이 사용될 수 없는 것과는 대비된다.

(23) 가. 의사: 저는 볼 수 있으면 한 한 달 이따가 한 번 더 봐 드릴게요. <의료대
화 M06054>

나. 의사: 제가 할 수 있는 거까지는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의료대화 
M08029>

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MBC 100분토론>

(23)은 화자가 자신의 미래 행위를 언약하면서, 예비 조건-1을 가정으로 제시하는 
표현이다. 즉, 언약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만 그러한 언약행위를 수행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신의 의무를 경감시
키고 상대적으로 언약의 힘을 낮추게 된다.

또한, 언약행위의 예비 조건-2인 ‘청자의 바람’을 가정으로 제시함으로써 청자가 
원하는 조건에서 해당 행위를 수행하겠다고 언약할 수 있다.

(24) 가. 의사: 뇌파 검사도 원하시면 해 드릴 거구요. 괜찮으시겠어요? <의료대화 
M07055>

나. 의사: 저희 병원에서 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면 다른 병원으로 저희가 보내 
드릴 수도 있어요. <의료대화 M08001>

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잘 아는 ‘참다운 임금’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동
양철학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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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는 청자의 바람을 가정으로 만들어, 언약행위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다. 즉, 청
자의 바람을 가정으로 내세움으로써, 언약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청자의 바람에 일
치해야만 해당 행위를 수행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미래 행
위가 청자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날 것임을 나타냄으로써 완화를 수행
한다.

4.2.1.3. ‘-어 보-’

보조용언 구성 ‘-어 보-’가 지니는 ‘시행’의 의미는 행위의 완성을 함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 조건-1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청자의 능력이나 의
향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다음 (25)에서는 ‘-어 보-’를 
사용하여 지시의 힘을 낮추고 있다.

(25) 가. 의사: 한 달 후에 귀찮으시더라도 한번만 더 나와 보실래요? <의료대화 
M06028>

나. 의사: 혀 한번 내밀어 보세요. 위에 잠깐 올라가 보실까요? <의료대화 
M06045>

다. 의사: 한번 약을 일주만 한번 드셔 보세요. <의료대화 M06040>
라. 의사: 고개 한번 숙여봐봐요, 이렇게. <의료대화 M06041>
마. 의사: 통증이 없으시면 최대한 굽힐 수 있을 만큼 굽혀 보시고, 뒤로 젖힐 

수 있을 만큼 젖혀 보세요. <의료대화 M07057>

(25)의 ‘-어 보-’는 우형식(1986), 손세모돌(1996), 박진호(1998), 호광수(1999) 
등에서 언급되었듯이, ‘시도’ 혹은 ‘시행(試行)’의 의미를 가진다. 호광수(1999: 
14-15)는 ‘공손’의 의미는 존대나 겸양 표시에 의한 것이지, ‘-어 보-’ 자체에 있
는 것이 아니라고 본 반면, 손세모돌(1996: 243-245)은 지시에 ‘-어 보-’가 사용
되면 청자의 자발적인 ‘시도’가 강조되기 때문에 강압성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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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 역시 ‘-어 보-’ 자체의 의미가 지시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것이 청자의 자발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손세모돌(1996)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
다. 본고는 ‘-어 보-’가 지니는 ‘시도’의 의미가 화자의 기대를 절하시켜 표현함으
로써 청자의 의무를 경감시키기 때문이라고 본다.

‘-어 보-’ 구성은 언약행위에도 사용되어 예비 조건-1(‘화자의 능력’)을 약화시
킨다. 물론, 언약행위이기 때문에 ‘시도’의 의미는 청자가 아닌 화자 자신의 부담을 
약화시킨다. 즉, 화자 자신이 해당 행위 A를 완수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언약의 힘
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26) 가. 의사: 제가 배만 잠깐만 진찰을 해 볼게요. <의료대화 M07055>
나. 의사: 약으로 한번 해 보고 잘 안 들면은 주사로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의

료대화 M06040>
다. 의사: 그런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의료대화 M06036>
라. 의사: 음, 지금 얼굴 잠깐 이렇게 만져 볼게요. <의료대화 M07076>

(26)의 ‘-어 보-’ 구성은 화자의 미래행위에 쓰여 언약의 강도를 낮추고 있다. ‘-
어 보-’의 ‘시도’가 화자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행위의 부담을 낮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손세모돌(1996: 245)에서 언급된 ‘-어 보-’의 공손 효과인 ‘기정된 사실을 약
화시켜 온건한 어감을 얻’는 이유이다.

본고는 지시행위와 언약행위에 쓰인 ‘-어 보-’를 모두 예비 조건-1의 약화에 의
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손세모돌(1996)의 해석이 지시와 언약
을 서로 다른 방식(지시는 청자의 의지 강조, 언약은 기정성 약화)으로 설명하는 것
과 달리 두 화행의 완화를 단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번’의 쓰임에 주목해 볼 수 있는데, ‘한번’은 ‘일회적 시도’
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 보-’와 함께 ‘시도’의 의미를 강화시킨다. 실제로 (25
가-라), (26나, 다)에서는 ‘한번’과 ‘-어 보-’가 어울려 지시와 언약의 힘을 약화시
키는 구성으로 사용되었다.

‘한번’은 이와 같이 지시행위와 언약행위를 완화하는 데에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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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함’과 같이 준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26’)가. 함 띄워 놔 봐. 되게 재밌어. <주제대화_영화와배우>
나. 그런 거 먼저 보는 게 좋구, 암튼 그 피아니스트 함 봐 봐. <주제대화_영화

와배우>
다. #name1님 차트 함 줘 보세요. <진료대화_식이요법>

구어 말뭉치에서 ‘한번’은 (26’)과 같이 ‘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후행하는 ‘ㅂ’에 
의해 ‘한’의 ‘ㄴ’의 조음위치가 양순음 ‘ㅁ’으로 대치되고, ‘번’이 탈락한 것이다. 이는 
‘한번’이 고빈도로 쓰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4.2.1.4. ‘-도록 하-’ 류

‘-도록 하-’ 구성은 ‘-어 보-’ 구성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완성을 함의하지 않는
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청자의 행위 가능성과 의향에 대한 믿음을 절하하여 표현함
으로써 예비 조건-1을 완화할 수 있다.

(27) 가. 의사: 될 수 있으면 아침을 먹도록 ((환자 보며)) 할 수 있겠어요? <의료
대화 M06049>

나. 이차 이차는 그럼 니가 내도록 해 그럼. <주점대화_대학생3인>
다. 그러니깐 저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넘겨주도록 하세요. <독백_동화들려

주기#1>

(27)은 모두 청자가 행위주인 동사에 ‘-도록 하-’ 구성이 사용되어 지시를 약화시
킨 것이다. 이러한 구성을 사용하면, 연결어미 ‘-도록’이 지니는 ‘목적’의 의미 때문
에 명령형 어미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지시의 간접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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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 ‘-도록’에 대한 연구는 윤평현(2005), 석주연(2006, 2013), 오윤경 ․ 신
연수(2015) 등에서 이루어졌다. 윤평현(2005), 석주연(2006, 2013)은 ‘-도록’의 
중심의미를 [결과]로 보았고, 경우에 따라 목적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오윤경 ․ 신연수(2015)는 ‘-도록’의 의미를 ‘도급에서 온 [목적]’
으로 보았다. 본고는 명령문의 명제 내용 조건 자체가 청자의 ‘미래’ 행위라는 점에
서 [결과]라기보다는 [목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즉, ‘-도록’은 결과 상태를 
함의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결과는 달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록’과 같이 [목적]의 의미를 지닌 다른 연결어미인 ‘-고자’, ‘-려고’ 또
한 ‘-도록’의 위치에 쓰여 지시행위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도록 
하-’ 구성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인다.

(27’)가. 먹도록 해.
나. (지시의 의미로) ?먹고자 / ?먹으려고 해.
다. 먹으려고 좀 해.
라. 의사: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잘 지키려고 하시고, <의료대화 M07076>

(27’가)의 ‘-도록 하-’ 구성은 지시행위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반면, (27’나)의 
‘-고자 하-’, ‘-려고 하-’는 지시로 해석되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다. (27’다)와 
같이 다른 완화 표현(‘좀’)을 사용하여 지시행위임을 명시하더라도, 먹는 행위를 지
시한다기보다는 먹고자 하려는 청자의 ‘의지’를 부각하게 된다. (27’라)를 보더라도, 
‘-고자/려고 하-’는 ‘-고자/려고 노력하-’의 의미로 강하게 환원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도록’이 예상되는 (바람직한) ‘결과’에 초점을 두는 반면
에, 같은 [목적]의 연결어미인 ‘-고자’, ‘-려고’는 [의도]에 초점을 두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16)

16) 이러한 차이는 석주연(2006, 2013)의 통시적 논의가 주장한 대로 ‘-도록’이 원래 
[도급(到及)]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석주연(2006: 57)의 주장대
로, [도급]의 ‘시간적 관계’는 문맥에 따라 ‘상황적 관계’로 해석되면서 [목적]의 의미
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의도]를 포함한 인용 구성에서 문법화한 [목적]의 연결어미인 
‘-고자’, ‘-려고’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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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록 하-’ 구성은 화자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언약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28) 가. 의사: 더 궁금하시거나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
도록 할게요. <의료대화 M08040>

나. 의사: 그 의료 사고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대화 M08014>

(28)은 ‘-도록 하-’ 구성이 언약의 힘을 약화시킨 예이다. 반면, 다른 목적의 연결
어미가 포함된 구성인 ‘-고자 하-’, ‘-려고 하-’ 구성은 청자를 고려하는 언약이라
기보다는 화자 중심적인 의도를 나타낸다.

(28’)가. 우리는 가능하면 멀리 돌아가기보다는 지름길을 가고자 한다. <읽을거리 
생각거리>

나. 의사: 앞으로 좀 치료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 얘기를 해 보려고 합
니다. <의료대화 M08002>

(28’가)는 ‘-고자 하-’, (28’나)는 ‘-려고 하-’ 구성이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였다. 
이들은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언약한다기보다는 단순히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
는 표현이다. 언약행위의 예비 조건-2는 ‘청자의 바람’으로, 청자가 해당 행위를 바
람직하다고 인식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자 하-’, ‘-려고 하-’는 청자의 바람과는 
관련되지 않고, ‘-도록 하-’만이 청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자신에게 
부과한다. 이는 [목적]의 연결어미 ‘-도록’이 부각시키는 바람직한 ‘결과’의 의미 때
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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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담화표지 ‘좀’

담화표지 ‘좀’은 지시행위에 쓰여 지시의 발화 수반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담화표지로 문법화되기 전의 ‘좀(조금)’이 가지는 축소와 한정의 의미가 청자의 의
무를 경감시키는 기능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29)는 ‘좀’이 쓰여 지시의 힘
을 약화시킨 예이다.

(29) 가. 의사: 그니까 철분제 좀 드시면 좋고 <의료대화 M06028>
나. 의사: 식사 조절 좀 하셔야지. 일단 좀 운동을 좀 하시고, 약을 좀 드시고, 

운동 좀 하시고 좀 그러는 게. <의료대화 M06030>
다. 의사: 요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엉덩이를 좀 들여 놓고 앉는 자세에서 

좀 들고, 엉덩이도 좀 쑥 집어넣고 앉아있거나. <의료대화 M06035>

(29)에 사용된 담화표지 ‘좀’은 부사 ‘조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시의 힘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즉, 명제 내용 층위에서 술어의 정도를 절하하
는 정도부사 ‘좀(조금)’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화표지 ‘좀’은 손세모돌(1989), 주경희(2000), 안주호(2010), 장경현
(2016) 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사 ‘조금’의 준말인 ‘좀’과 달리 지시의 발화 수
반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17) 즉, ‘좀’은 본디 부사 ‘조금’으로부터 담화표지로 
문법화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는 ‘좀’이 가지는 축소와 한정의 어휘 의미가 지
시행위에 쓰여 청자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7) 목정수(2001)은 ‘좀’을 부사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고, 신정보를 도입하는 한
정조사로 문법화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좀’이 ‘요청’이라는 양태성과 관계되어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좀’이 신
정보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운동을 좀 하시고’), 선행 
명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그때하고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는 점에서 이를 한정조사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좀’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기능을 지니게 된 것은 동의하나, 이는 ‘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완화 표
현이 관습화되어 발화 수반력을 명시하게 되는 일반적인 성격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특히, 목정수(2001: 97)의 주장과 달리 영어의 ‘please’ 역시 발화 수반력 명시 장치
로 기능할 수 있음은 Sadock(1974: 88-90)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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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좀’은 지시행위뿐만 아니라 의문에서도 사용되는 예가 빈번하게 
관찰된다.

(29’)가. 의사: 어떠세요? 좀? <의료대화 M06046>
나. 의사: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의료대화 M06046>

(29’)은 모두 의사가 환자에게 현재 상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상황에서 발화되었
다. 특히, 이들은 의문사가 포함된 설명의문문이므로 절하할 의문의 내용도 없고, 청
자에게 부과되는 행위가 명시되지 않으므로 행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부사로 보기
도 힘들다. 본고는 이 ‘좀’의 사용이 지시행위에 사용되는 담화표지 ‘좀’과 같은 기능
을 한다고 본다. 이는 의문이 기본적으로 청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지시행위라는 
점과 관련된다. Searle(1979: 14)에서도 의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하게끔 하는 
시도로, 지시행위의 부분집합’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지시행위에 사용되는 ‘좀’은 언약행위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청자의 
부담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의무를 약화시키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30) 가. 의사: 그러면 진찰 좀 해 볼게요? <의료대화 M06031>
나. 의사: 제가 치료와 더불어서 환자분의 상태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의

료대화 M08025>
다. 의사: 그래요, 그것도 좀 저희가 좀 조절을 해 드릴게요. <의료대화 

M07076>
라. 의사: 혈액순환 잘 되고 그런 약 좀 같이 드릴게요. <의료대화 M07070>

(30)은 언약행위에 ‘좀’이 쓰여 자신의 미래 행위를 약화시키는 용법이다. 이는 화
자의 미래 행위가 청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에 그 위협을 줄일 때 사용되거나, 화
자의 행위가 수혜성을 띠는 경우에 청자의 빚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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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진실성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

지시행위의 진실성 조건은 ‘화자는 청자가 행위 A하기를 진실로 바란다’는 것이
다. 단언행위와 마찬가지로 진실성 조건은 완화될 수 없고 단지 강화될 수 있을 뿐
이다.18) 지시행위 역시 단언행위와 마찬가지로 진실성 조건을 명시하면 이중적 효
과가 발생한다. 먼저, 화자의 바람을 명시하기 때문에 화자가 전면적으로 발화에 드
러난다. 그러나 화자의 바람을 명시하게 되면, 지시행위의 힘이 화자의 사회적 권위
나 담화 상의 권력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화자의 바람에 근거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해당 행위를 외부적 조건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화청자 사이의 연대감과 
협력 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한다. 이는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강화함으로써 지
시의 힘을 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2.1. ‘-(었)으면 좋겠-’ 류

‘-(었)으면 좋겠-’은 지시의 내용이 되는 행위가 화자에게 바람직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진실성 조건만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지시의 동기를 화자의 바람으로 
축소함으로써 지시의 힘을 완화한다. 

(31) 가. 의사: 이번 기회에 좀 검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료대화 M07079>
나. 의사: 배 사진을 한 번 찍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의료대화 M06045>
다. 의사: 성공률도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

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대화 M08011>

(31)은 어떠한 행위 A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청자에
게 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는 그것이 단지 화자의 바람이자 평가일 뿐이라는 점을 

18) 진실성 조건을 부정하는 표현을 가정해 보면, 지시행위를 하면서, ‘네가 A하지 않았
으면 하는데, A해라.’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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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한다. 예컨대, 명령형 어미를 이용한 단순 명령문으로 발화하거나, 의무를 강조
하는 ‘-어야 하-’, ‘-어야 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화자의 바람을 강
조하는 ‘-(었)으면 좋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덜 
침해하고, 적극적 체면을 강화한다. 이는 청자의 행위를 가정으로(‘-으면’) 표현하
고 단순히 화자의 바람만을 명시함으로써 힘과 유대 중에서 힘과 관련된 부분은 배
경화되고, 유대와 관련된 부분이 전경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으면 좋-’에 거의 필수적으로 선어말어미 ‘-었-’과 ‘-겠-’이 결합한다
는 점이 주목된다. ‘-겠-’의 경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지니
기 때문에 사용의 동기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는 ‘-으면 싶
-’, ‘-으면 하-’에는 이러한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싶-’과 ‘하-’ 자체가 사
유의 뜻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정문에 사용되는 ‘-었-’의 경우 미래 행위를 지시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
의 선어말어미를 도입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문숙영(2009: 249-256)는 이를 과거 
지시의 ‘-었-’과 구별하여 비현실(irrealis)의 ‘-었-’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 본
고는 조건절에서 청자에게 부과되는 행위를 발화 시점과 떨어뜨리면서 발화와 청자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린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으면’보다 ‘-었으면’을 사용하는 것
이 청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현실로부터 떨어뜨려 더욱 미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4.2.2.2. ‘-어 주-’

보조용언 구성 ‘-어 주-’가 지니는 ‘유익성’의 의미는 지시의 대상이 되는 청자의 
미래 행위가 바람직함을 드러낸다. 특히, 이것이 지시행위에 사용되면, 화자에게 유
익하다는 진실성 조건을 명시하므로, 지시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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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 의사: 일케 녹화해도 괜찮은지 좀 읽어 보시고 여기다가 똥그래미 하고 서
명을 좀 써 주시겠어요? <의료대화 M06033>

나. 의사: 그 저 문을 다시 좀 닫아 주시겠어요? <의료대화 M06027>
다. 의사: 무릎은 굽혀 주시구요. 젤 아픈 거 같은 데 눌러 보세요. <의료대화 

M06031>
라. 의사: 밖에 외출하실 때는 쪼금 마스크를 쪼금 써 주세요. <의료대화 

M07075>
마. 의사: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인제 정기적으로 합병증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의료대화 M07084>

(32)는 모두 ‘-어 주-’ 구성이 사용되어, 청자의 행위가 화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표현된 예이다. 이를 통해서 해당 행위를 화자가 지시하는 것은 화자에게 일종의 명
시적 빚으로 표현된다. 즉, 청자가 화자에게 ‘바람직한’ 행위를 해 ‘주는’ 것으로 표
현하여 화자의 수혜를 최대화함으로써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강화한다. 이는 지시행
위가 지니는 쓴맛을 달게 하는 요소(propitiator)라고 할 수 있다(Leech 2014: 
163).

여기서 ‘화자 유익’이라는 개념은 화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화
자가 수혜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32나, 다)는 진료를 용이하
게 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오직 화자에게만 유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강화하면서 지시를 공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32라, 
마)의 경우 수혜의 대상은 화자가 아니라 청자인 환자이다.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화청자 사이의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청자 수혜 행위를 지시하지만 동시에 그 행동이 화자에게도 유익
한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32)에 사용된 ‘-어 주-’ 구성은 모두 생략되어도 전혀 문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동사 ‘주-’는 다른 의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오로지 ‘화자 유익’을 나
타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어 주-’ 구성이 다 이러한 ‘화자 유익’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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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가. "그러지 마시고 한번 봐주세요." <화술과 인간관계>
나. 오빠 돈 많이 벌어서 썬그라스 사 줘. <일상대화_가족과사랑에대해>

(32’가)는 ‘-어 주-’ 자체가 하나의 합성동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를 보조용언
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예컨대, ‘돌려주-’, ‘몰라주-’, ‘봐주-’, ‘들려주-’와 같
이 어휘화된 합성동사들은 ‘-어 주-’가 삭제되면 완전히 다른 어휘가 된다. 또한, 
(32’나)의 ‘-어 주-’는 ‘-어서 주-’로 대치될 수 있으므로 보조용언 구성으로 보기 
힘들다. 여기서 ‘주-’는 ‘유익성’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물건을 가지게 함’을 나타
내는 축자적 의미이다. 따라서 ‘-어 주-’가 생략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4.2.2.3. 발화행위 부사

화자가 적극적으로 청자의 행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부사들은 
진실성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진실성 조건을 강화하게 되면, 청자에게 의
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지시보다는 요청이나 간청으로 해석된다.

(33) 가. 환자: 오죽하면 내가 제발 농약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의료대화 
M06033>

나. 사자님 사자님 제발 도와주세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독백-동화들
려주기>

(33)은 진실성 조건을 강화하는 발화행위 부사가 사용되어 화자 자신의 바람을 강
조하면서 청자에게 행위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발화행위 부사는 
지시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 <의료 커
뮤니케이션 대화자료>에는 발화행위 부사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지시행위에 사용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문진-진단-처방’이라는 맥락 속에서 지위가 상대적
으로 낮은 환자가 의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할 일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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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요청할 일이 있다고 해도, 이는 의료 제도 속에서 의사의 마
땅한 역할로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간청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신서인(2014)는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문장부사를 하위분류하여, ‘제발, 아
무쪼록, 부디, 원컨대, 바라건대’ 등의 부사를 ‘청자 중심 부사’로 명명하였다. 그리
고 이를 ‘청자에 대한 언급을 나타내는 부사’로 정의하였다. 물론, 해당 부사가 청자
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할 때 사용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것을 근거로 이를 ‘청자 중심 부사’로 설정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33’)가. 환자: 제발 나쁜 병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의료대화 M08029>
나. 내가 만일 타임머신을 타고 젊은 나이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부디 열아홉 

살의 나이에 이르고 싶다. <고독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다. 옛날 중국 사람들도 ‘원컨대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번 보았으면’ 

했다고 하지 않던가. <이야기 동학>
라. 그러나 바라건대 부디 내 생전에 서재에 불 나는 일만은 없기를. <동아일

보 문화(2002)>

(33’)에는 발화행위 부사 ‘제발’, ‘부디’, ‘원컨대’, ‘바라건대’가 쓰였으나 청자와 관
련이 있다기보다는 화자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특히, 이는 지시나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에 대한 발화이므로 청자의 행위 혹은 청자에 대한 언급을 한다
고 보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해서, 영어의 ‘please(if it please you, if you please)’와 프랑스어의 
‘s’il vous plaît’와 같은 완화 표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두 표현은 모두 기원적으로 
화자의 진실성 조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자의 예비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즉, 
청자의 의향이라는 예비 조건을 가정으로 표현함으로써 청자의 의무를 줄이고 선택
권을 부여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들 부사에서는 청자와 관련된 언급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어의 ‘제발, 아무쪼록, 부디, 원컨대, 바라건대’ 등의 부사에는 이러한 언
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발화행위 부사는 오히려 위협적인 지시나 청자에 대한 불만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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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시에도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화행위 부사의 사용은 지시의 
힘을 완화하거나 공손성을 높이지도 않고, 오히려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34) 가. 고독해도 좋으니 제발 내 집에서 꺼져. <9회말 2아웃 2부>
나. 내가 아주 글이라면 징글징글해. 제발 그만 좀 해, 이 년아. <9회말 2아웃 

1부>
다. 부탁이니까 제발 입 좀 다물어요. <1%의 어떤 것 1부>

(34)는 발화행위 부사 ‘제발’이 청자에게 위협적인 행위들과 함께 어울린다. 이 경
우, ‘제발’은 지시의 힘을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오히려 화자의 강력한 의지와 불만족
스러운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쓰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제발’이 지니는 공
손성이 발화 내의 다른 요소들과 충돌을 빚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제발’이 
관습적으로 어울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요소들과 함께 출현하면서 무례함으
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는 무례한 내용과 관습적인 공손성 표지로 해석되는 ‘제발’을 
의도적으로 충돌시킴으로써 일종의 반어나 비꼼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확
장된 용법은 구어 말뭉치에서 꽤 높은 빈도로 사용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제발’
이 그만큼 높은 수준으로 관습화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
다. 특히, 여기에 또 다른 완화 표지인 ‘좀’이 함께 쓰이면 반어의 강도가 더욱 심해
지는데 이 역시 두 요소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관습화되었음을 방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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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발화행위(énonciation)를 구성하는 대화 참여
자와 시-공간적 조건들로부터 발화(énoncé)를 떨어뜨리는 것이다.1) 참여자에 작용
하는 완화 표현은 발화와 대화 참여자 사이의 거리를 조정한다.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발화 현장과 발화 사이의 거리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발화와 
관련한 화자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청자에게 부여하는 책임을 경감시키게 된
다. 이들은 모두 발화 현장의 요소들로부터 발화의 거리를 떨어뜨림으로써 발화의 
직접성(immediacy)을 감소시킨다.

직접성 개념은 Wiener & Mehrabian(1968: 3)에서 제시된 것으로, 화자가 발화
의 내용, 발화 상대, 혹은 발화 그 자체와 맺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화자의 심리
적 태도와 관련되어 언어 요소의 선택에도 반영될 뿐만 아니라, 청자는 이러한 선택
을 근거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지시사 ‘that’ 
보다는 ‘this’를 사용하는 것이, 대명사 ‘you’보다는 ‘we’를 사용하는 것이 화자와 더 
가까우므로 직접성이 높은 표현이다. 또한, 비인칭 구문이나 수동태의 사용, 객관 지
향적 표현2)의 사용은 모두 직접성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보았다.

또한, 화자가 발화의 직접성을 낮추어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발화 내
용, 발화 상대, 발화 그 자체가 지니는 부정적인 효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Wiener & Mehrabian 1968: 33). 이는 본고의 완화 표현이 
사용되는 원리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발화행위(énonciation)와 발화(énoncé)의 구별은 Benveniste(1970: 12-13)에서 이루
어졌다. 이에 따르면, 발화행위란 개별적인 사용행위를 통하여 언어를 작동시키는 것
을 말한다(L’énonciation est cette mise en fonctionnement de la langue par un acte 
individuel d’utilisation).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발화라고 할 수 있다.

2) 객관 지향성(objective orientation)은 자아 지향성(egocentric orientation)과 대비되는 
것으로, 객관 지향성 표현은 비교적 화자 자신의 개입이 적다. 예컨대, ‘I lost a 
friend.’는 자아 지향적인 데에 반해, ‘A friend of mine passed away.’는 객관 지향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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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참여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발화행위는 화자와 청자라는 참여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발화에는 발화 상황의 물

리적 화청자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세계의 다양한 화청자가 개입할 수 있다. 
예컨대, 화자는 자신의 입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발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타인의 
입을 빌려 화자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할 수도 있다. Goffman(1981)의 ‘위치 설정
(footing)’과 Ducrot(1984)의 ‘다성성(polyphonie)’3)은 이러한 참여자의 다층성을 
분석하고자 제안되었다.

Goffman(1981: 129)은 이와 같은 참여자의 다층성에 주목하여 담화의 참여자를 
화자-청자의 이항으로만 분석해 온 전통을 비판하면서, 화자와 청자를 다양한 층위
로 분해하였다. 그는 ‘footing’4)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화자가 발화 상황에서 자신
을 가장 덜 위협하는 위치를 설정한다고 주장하였다.

Goffman(1981)은 화자를 다음과 같은 세 층위로 분류하였다. 첫째, ‘animator’는 
발화 상황에서 실제로 발화를 물리적으로 조음하는 화자이다. 둘째, ‘author’는 발화
에 표현된 감정과 사용되는 단어들을 선택하는 화자이다. 셋째, ‘principal’5)은 발화
에 사용된 언어가 나타내는 바를 믿거나 그 언어로 입장이 대변되는 화자이다. 예컨
대, 누군가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대신 작성해 주는 경우, 대통령은 ‘author’
가 아닌 ‘animator’의 역할만 수행한다. 또한, 대통령 담화에서 ‘principal’은 대통령 

3) Ducrot(1984)의 다성성 이론은 Bakhtine의 대화주의 이론을 언어학 영역으로 확장시
킨 것으로, 발화행위에서 발화가 복수의 목소리의 중첩을 어떻게 표지하는지를 보여주
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정우향 2011: 116-117). Ducrot(1984)도 Goffman(1981)
처럼 발화행위와 관련된 주체를 셋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첫째, 경험적 주체로서의 ‘말
하는 주체(sujet parlant)’, 둘째, ‘je’로 표시되는 발화의 주체인 ‘화자(locuteur)’, 발화
행위를 통하여 의미 내용을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발화행위자(énonciateur)’로 분류되
었다. 화자와 발화행위자 사이의 관계는 작중 인물과 극작가 사이의 관계와 같으므로, 
화자는 발화행위자가 지배하는 관점과 태도를 드러낸다.

4) 구체적인 언어 현상을 예로 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footing이 발현되는 수단을 발견
하는 데에 언어학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Goffman 1981: 157).

5) Goffman(1981: 144)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률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리인
에 대비되는 본인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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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그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담화문과 관련된 행정부 전체일 수
도 있다.

다음으로, 청자는 먼저 비준된(ratified) 청자와 비준되지 않은(unratified) 청자로 
나뉘고, 비준된 청자는 다시 지목된 청자(addressed recipient)와 지목되지 않은 청
자(unaddressed recipient)로 나뉠 수 있다. 지목된 청자는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시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발화의 기회를 넘겨주고자 하는 사람이고, 지목되지 
않은 청자는 나머지의 공식적인 청자들로, 화자의 말을 듣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비준되지 않은 청자는 우연히 듣게 되는 비공식적 청자
(overhearer, bystander)와 일부러 엿듣는 청자(eavesdropper)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자는 화자 자신과 청자를 각각 어디에 위치시키는 것이 발화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발화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거나 자신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청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피하고 청자를 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켜 지시하면서 위협을 줄이거나, 화자 자신과 청자를 집단으로 
묶어 지시함으로써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5.1.1. 화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화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화자를 ‘나’에서 ‘나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 ․ 확장
하거나 ‘나’를 삭제함으로써 발화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킨다. 한국어는 주어를 의무
적으로 밝혀 적거나 동사의 활용으로 주어의 인칭을 표시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
에, 화자를 명시적으로 ‘나’가 아닌 다른 존재로 만들거나, 관점을 바꾸어 다른 주어
를 명시함으로써 ‘나’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화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실현된다. 첫째, 화자의 확
장으로, 이는 실제 발화자(animator)는 ‘나’이지만 발화 내용의 책임자(principal)를 
‘나를 포함한 더 큰 단위’로 확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화자를 1인칭 복수 대명사 
‘저희’로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화자의 대치로, 발화 내용의 책임자가 ‘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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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예컨대, 대리인을 이용하여 마치 타인의 발화를 화자
가 인용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 화자의 중첩으로, 하나의 발화에 여러 
발화자를 중첩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상위화자를 도입하여 자신의 발화를 덜 위협
적이고 더 협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넷째, 관점의 전환으로, 화자가 동작주
(agent)인 경우, 피동 표현을 통하여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동작주를 삭제하고 다른 
요소를 주어로 명시하는 것이다.

5.1.1.1. 1인칭 복수 대명사 사용

화자는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면서도, 그 발화의 근원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
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자는 발
화의 근원을 자신을 포함한 더 큰 단위로 확장하기도 한다. 다음 (1)은 ‘화자의 확
장’의 예를 보여준다.

(1) 가. 의사: 옆구리가 아프면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신장 앞쪽인데요. <의료
대화 M06034>

나. 의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치료법은 수술이고요? 저희는 수술을 강
력하게 권해드리고 유방암에는 다른 수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
료대화 M08036>

다. 의사: 사실 100%란 말은 저희도 좀 드리기가 힘들어요. <의료대화 
M08010>

라. 의사: 만약에 이게 늦게 좀 발견이 됐다면 저희도 수술을 권해 드리지를 않
습니다. <의료대화 M08014>

(1)은 모두 의사와 환자의 일대일 면담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화자(animator)
와 청자(addressed recipient)는 각각 1명이다. 그러나 화자인 의사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저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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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좁게는 해당 환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진으로부터 넓게는 양의학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발화의 주체(‘principal’)를 확장하면, 진리 담지자로서의 화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할 때에 화자를 확장하면, 그것이 화
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널리 공인된 사실로 제시할 수 있다. 즉, 자신
이 제공하는 정보의 근원을 확장시키면서 권위에 의한 신뢰를 증가시켜 더욱 객관
적인 것으로 표현한다.

(1)의 예들은 청자를 배제한 소위 배제형 우리(‘exclusive’ we)를 가리키기 때문
에 ‘저희’의 쓰임이 더욱 일반적이다. 그런데 (2)와 같은 예에서는 ‘우리’를 사용함
으로써 이것이 청자를 포함하는 포함형 우리(‘inclusive’ we)로 보이는 경우도 발견
된다.

(2) 가. 의사: 음, 동맥경화 협착 정도로 우리가 봤는데, 어, 정상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어요. <의료대화 M07074>

나. 의사: 다행히 고지혈증은 없으시네? 우리가 아직 주로 봐야 되는 건데. <의
료대화 M06030>

다. 의사: 우리가 지금 당장 물혹을 빼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의료대화 
M07098>

(2)는 화자인 의사가 자신을 ‘우리’로 지시한 경우이다. 이러한 ‘우리’의 사용은 앞
에서 살펴본 ‘저희’와 같은 청자 배제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청자 포함 용법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우리’를 청자 포함 용법으로 가정한다면, 의사가 자
신을 ‘저’ 대신 ‘우리’로 지칭하는 것은 청자인 환자를 치료 행위의 동반자로서 정체
화한 것이다. 이는 의료 대화라는 상황이 부여하는 두 대화 참여자의 비대칭성을 조
정하기 위해, 의사 자신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책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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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무정물 대리 표현

화자는 발화의 근원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치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특히, 행위와 관련된 인간은 드러내지 않고 그 행위의 결과가 되
는 무정물을 의인화하여 화자 자신을 대리하도록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화자가 비인
격적 대상에게 진리의 담지자이자 정보의 근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영어와 같은 유럽어에서는 ‘The findings suggest/reveal …’과 같이 정보의 근원
에 해당하는 비인간 명사를 주어로 내세우는 발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Lakoff & 
Johnson(1980: 33)은 다음 (3)을 의인화의 예로 제시하였다.

(3) 가. His theory explained to me the behavior of chickens raised in factories.
나. This fact argues against the standard theories.

(3)과 같은 의인화를 Hamilton(2002: 409)는 “실재하지 않거나 상상 속에 존재하
는 개체를 실질적인 행위자나 행동주로 만들어서, (보통은) 무정물 대상에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무정물이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6) 다른 방식으로 무정물에 정보의 근원 자격을 부여한다.

예컨대, (4)와 같이 ‘소견(所見)’이라는 비인간 추상명사가 쓰여 정보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4) 가. 의사: 근데 크게 정상을 벗어나는 소견, 비정상 소견은 아니고. <의료대화 
M06036>

나. 의사: 지금 췌장이 많이 커져 있거나 이런 소견은 아니시라고 하시는데 
<의료대화 M07058>

6) “유정성 명사는 행동자(agent)가 될 수 있는데 반해서 비유정성 명사는 일반으로 행동
자가 되지 못한다.” (서정수 1996: 444)과 “한국어 타동사는 보통 무정(inanimate) 
명사를 주어로 취하지 않는다.” (Sohn 1999: 279)가 참고된다.



- 146 -

다. 의사: 초음파상에는 큰 이상은 없고 췌장도 뭐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 소견
이 되시는데 <의료대화 M07058>

라. 의사: 갑상선 항진증 소견으로 보여요. <의료대화 M06037>

(4)는 모두 해당 소견을 밝힌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진단 결
과를 통보하는 발화이다. 이는 화자의 의도성을 드러내는 ‘생각하-’, ‘보-’와 같은 
인식동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판단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반대로 화자인 의
사는 단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Goffman(1981)의 용어를 빌
리자면, ‘축음기’나 ‘말하는 기계’]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진리의 담지자이자 정보의 
근원은 화자가 아닌 무정물로 표현된다.

이렇게 무정물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책은 ‘소견’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5)와 같
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5) 가. 의사: 조직검사에는 나쁜 세포가 보이는 건 없었고, 위염 염증이 심해서 지
금 부어계시는 걸로 나왔거든요. <의료대화 M07078>

나. 의사: 근데 조직 검사 결과에서요, 조직 검사 결과에서 위암이라고 나오셨
어요. <의료대화 M08001>

다. 의사: 2기까지는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하고 나서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치료
를 받게 되면 예후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대화 M08002>

라. 의사: 암으로 판명 조직검사 상으로는 암으로 판명입니다. <의료대화 
M08010>

마. 의사: 환자분 현재는 씁 예 위암인 것으로 저희가 판명을, 판명이 나왔습니
다. <의료대화 M08025>

(5가-다)는 ‘-것으로 나오-’, ‘-라고 나오-’와 같은 구성을 사용하여, 그 근원은 
밝히지 않고, 현재 자신이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사실만 드러낸다. 이를 통해, 의
사는 단언하는 명제가 자신의 의견임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객관적인 결과를 전달
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발화한다. 따라서 진리의 담지자는 화자가 아니
라 인격을 지니지 않은 검사 결과 혹은 축적된 연구 결과와 같은 추상적 존재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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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서, 환자에게 위협적인 사실을 통보하면서 통보의 주체가 화자 자신임을 

숨김으로써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결과를 전달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이는 화자의 부
담을 경감시키면서, 해당 명제를 개인적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로 위치시킨다.

특히, ‘판명(判明)’이 포함된 (5라, 마)의 발화를 살펴보면, 암과 같은 위중한 병
명을 직접적으로 통보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
한 완화 표현을 사용하려는 욕구를 살펴볼 수 있다. (5라)의 경우, ‘암으로 판명’으
로 시작한 발화를 중단하고, ‘조직검사 상으로는’이라는 제한적 단서를 보충하여 그 
절대성을 절하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5마)의 경우, ‘저희가 판명을 (내리
-)’이라는 능동문을 사용하여 판명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했지만, 중간에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판명이 나오-’ 구성으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 출발(false 
start)7) 현상은 자신이 스스로의 발화를 감시(self-monitoring)하다가, 그것이 가져 
올 책임의 부담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5.1.1.3. 인용 구성

물리적 화자는 자신이 믿는 바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정보의 근원이 다른 사람에
게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인용 구성(quotative construction)을 통
하여 이루어지는데, 채숙희(2011)의 관찰대로 외적인 발화를 그대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식이나 지각과 관련된 표현 역시 인용의 범위에 들 수 있다.

(6) 가. 환자: 김은미 저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식도 쪽이 용종은 그래 괜찮다고 얘
기하시더라고요? <의료대화 M07067>

나. 보호자: 수치가 50배래나 뭐라고 그러더라구요. <의료대화 M06054>
다. 보호자: 만약에 저기 낮으면 주사 맞으라고 그러더라구요. <의료대화 M06043>

7) 자연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시작한 발화를 중단하고, 자신의 발화를 재조정하거나 반
복해서 다시 발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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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자: 거기서두 거기서두 조금 초기라고 암센타에서는, 일산에 있는 암센타
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또 강남에 있는 거기에서는 아닐 수도 있
고 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의료대화 M06026>

마. 의사: 뭐 제가 알기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비싸다고 들었어요. MRI가. 
<의료대화 M06044>

(6)은 화자가 인용 구성을 사용하여 화자 자신이 아닌 다른 목소리를 개입시킨다. 
즉, 발화의 물리적 화자가 인용된 발화의 화자와 일치하지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명
시적으로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로부터 자신을 떨어뜨리는 전략이다. 따라서 인용된 
발화가 참이든 아니든 이를 전달하는 자신은 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은 원발화의 화자에게 돌리게 된다.

이러한 인용 구성은 다음 (7)과 같이 정치 담화에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자주 사용된다.

(7) 가. 국무총리: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검찰에서는 주어진 법적인 한계 속
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제346회-제12차 
국회본회의(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 긴급현안질문)(’16. 11. 11.)>

나. 국무총리: 저는 청와대에서 집무를 하셨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제346회-
제12차 국회본회의(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 긴급현안질문)(’16. 11. 
11.)>

(7)은 모두 대정부 질문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공격을 방어
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화이다. 이는 화자가 자신이 인식한 정보는 단언을 통하여 드
러내는 한편, 인용 구성을 사용함으로써 그 인식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
음을 넌지시 암시한다. 즉, 한편으로는 자신(혹은 자신을 포함한 ‘행정부’)의 입장을 
변호하면서도, 그 입장의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더라도 그 책임은 화자
에게서 제거된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인용하는 명제의 사실성과 상관없이, 진실하
지 못한 화자로 여겨질 위협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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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자기 인용 구성

화자는 자신이 믿는 바를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인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발화의 화시 중심인 화자 자신을 숨기고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
처럼 책임을 돌리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기의 말을 인용 구성으로 (8)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가. 의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하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거의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다 사세요. <의료대화 M08016>

나. 의사: 당뇨병이 갑자기 발병했을 가능성이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낮
아요 매우. <의료대화 M07075>

다. 의사: 100%로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료대화 M08005>

(8)은 모두 ‘-다고 하-’라는 인용구성에 ‘-을 수 있-/없-’과 같은 비단언의 양태 
표현과 함께 나타난 ‘자기 인용 구성’이다. 이 모든 발화의 단언 주체는 화자인 의사
이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일본어학계에서는 ‘と言い う’나 ‘と思おもう’와 같은 표현으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일이
나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자기인용’(メイナード 2005)이라고 불러 왔다. 그
리고 자기인용의 기능으로 복수의 목소리를 조작하여 그 발화가 전하는 의미나 그 
결과 생기는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구체적인 효과로 발화행위의 
경감을 들고 있다. 한국어학계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이준호(2012), 박나리(2014)에
서도 이를 ‘자기인용구문’으로 다루었다. 한국어에서는 ‘-다고 하-’라는 인용 구성
이 비확실성을 지닌 양태 표현(‘-을 수 있-’, ‘-겠-’)과 필수적으로 결합한다고 지
적되었다.

Goffman(1981)의 용어로 자기 인용 구성의 효과를 설명하자면, 담화 상황에서 
물리적 화자는 오직 한 명이지만, 해당 발화에 책임을 지는 화자는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불특정 다수로 해석된다. 이는 화시 중심을 전환하는 다른 책략들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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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을 발화 중심에서 은폐하고, 전문가 집단 혹은 일반 대중 전체를 화자인 것
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화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발화의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꾀할 수 있다.

5.1.1.5. 상위화자의 도입

화자는 여러 화자를 하나의 발화에 중첩시킴으로써 둘 이상의 관점을 함께 표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자신의 발화에 대하여 평가하는 상위(meta)화자를 도입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다음 (9)는 이러한 상위화자의 도입이 화자의 발화를 완화하고 있
는 예이다.

(9) 가. 증인: 위원님,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국민연금도 큰 주주이셨고요. 
<제346회-제4차 국정조사(’16. 12. 6.)>

나. 증인: 황 위원님, 정말 송구스럽지만 정확히 제가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제346회-제4차 국정조사(’16. 12. 6.)>

(9)는 모두 국정조사 자리에서 증인이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하는 상황에서 발화
되었다. 대조의 연결어미 ‘-지만’을 기준으로 선행절은 상위화자의 발화, 후행절은 
화자의 발화라고 볼 수 있다. 원래 발화의 의도는 후행절의 화자로부터 표현되고, 
상위화자는 그 발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도입된다.

상위화자는 보통 화자의 발화가 지니는 위협과 책임을 드러냄으로써 이에 대하여 
자신이 인지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역설적으로 협력적인 대화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즉, 화자와 상위화자의 두 목소리가 중첩되어 나타
나는 전체 발화 자체는 청자에게 덜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9가)를 
Goffman(1981)의 다층적 화자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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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화자 화자
animator “반박하는 것 같아 죄송” 발화 반박하는 내용 발화
author 평가하는 발화의 주체 평가되는 발화의 주체

principal 국정조사에 협력적인 증인 위원에게 반박하는 증인

<표 3> (9가)에 드러난 화자의 다층성

<표 3>을 살펴보면, 상위화자는 자신의 발화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죄송
하-’)하면서, 해당 발화가 지니는 힘을 경감시킴으로써 자신을 협력적인 존재로 정
체화한다. 상위화자와 화자가 공존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고, 표면적으로는 자기
분열적인 발화를 낳는다. 그럼에도 이들이 화용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매우 
관습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만큼 완화된 발화가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위화자 도입은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료대화에서부터 일상
대화에까지 매우 다양한 텍스트에서 관찰된다.

(10) 가. 의사: 근데 유방에,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유방에 암이 암덩어리가 있는 것
으로 조금 얘기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의료대화 M08036>

나. 미안하지만 수면제 좀 있니? 내 껀 다 떨어졌어. <영화 ‘올가미’>
다. 물론 엄마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 생각엔 한 번만 접어 주는 게 좋

지 않을까 싶어. <드라마 ‘열아홉순정’>

(10가)는 의사의 암 통보가 환자에게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상위화자를 도입하였다. (10나, 다)는 모두 지시행위에 사용되어, 후행 발화
가 수행하는 지시행위가 청자에게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화자도 인지하고 있음을 드
러내었다. (10나)는 의문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 화행은 지시이기 때문에, 이 발화
행위가 청자에게 ‘미안해야 하는’ 것임을 상위화자가 발화하고 있다. (10다)는 단언
의 형식을 취하는 지시행위로,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기 위해서 상위화자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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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피동 표현8)

피동은 행위가 주어의 통제 하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주어와 분리된 다른 실체의 
통제 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Shibatani 1998: 118). 이러한 피동의 기능
을 이용하여, 화자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이 관여되지 
않은 행위인 것처럼 관점을 바꾸어 서술할 수 있다.

특히, 의료 대화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통보할 때, 화자 자신을 통보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효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피동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다음 
(11)은 그 예이다.

(11) 가. 의사: 어, 환자분이 어, 되게 유감스럽겠지만 조금, 에, 좋지 않은 병변이 
있는 것으로 좀 발견이 됐어요. <의료대화 M08025>

나. 의사: 일단은 지금 144면은 당뇨가 의심되시는 거기 때문에. <의료대화 
M07058>

다. 의사: 근데 음 지금 그래서 지금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일단 이게 
아 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의료대화 M08014>

(11)은 피동 표현을 이용하여 화자를 숨기고 환부 혹은 증상을 전경으로 부각한 예
들이다. 화제성(topicality)의 관점에서 보면, 피동문에서 동작주(agent)는 극도로 비
-화제적(‘강등된’) 논항이고, 피동작주(patient)는 해당 절에서 살아남은 화제적 논
항이다(Givón 2001: 94). 이를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의도성이나 통제성을 숨기고 
자기를 숨기는 것이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근거로 능동적으로 진단을 내리지만, 능동 표현이 아니라 ‘발
견되-’, ‘의심되-’, ‘진단되-’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화자 자
8) 본고의 피동 ‘표현’은 남수경(2007)에서 제시한 ‘-히-’계 접미사 피동과 ‘-어지다’ 

피동과 같이 문법적 기준을 갖춘 ‘피동문’뿐만 아니라, 기타무라 다다시(2004)에서 제
시한 피동의 의미를 갖는 ‘명사+되-/받-/당하-’와 같은 구성들도 포함될 것이다. 이
는 ‘피동 표현’을 ‘피동문’의 문법적 범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적극적 입장을 반영한 것
이 아니라, 담화 맥락에서 피동 표현의 쓰임이 ‘화자의 의도나 책임의 은폐’라는 점에
서 피동문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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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마치 해당 행위와 관련되지 않고, 단지 명제만을 전달하는 매개자인 것처럼 발
화한다. 또한, 해당 명제는 누군가의 능동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참으
로 판명된 사실인 것처럼 제시된다. 이는 피동 표현이 지니는 ‘비의도성’이 ‘객관성’
의 효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피동 표현은 의료 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성이 매우 중요한 정치 담
화에서도 빈번하게 드러난다.

(12) 가.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예스, 노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증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348회-제14차 국정조사(’17. 1. 9.)>

나. 위원: 특정인의 사익 추구로 썼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증인: 검찰수사가 진행이 되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그런 부분
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346회-제1차 국정조사(’16. 11. 
30.)>

(12)는 모두 국정조사 상황에서 증인들이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상황에서 피동 표
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화자의 의도성을 약화시켜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발화에 지니는 책임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즉, 자신이 능동적으로 판단하거나 인
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상황에 의하여 자연히 그렇게 되었음을 넌지시 드러
낸다.

특히, (12가)는 단언행위의 진실성 조건과 관련된 완화 표현(본고의 4.1.2.)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고 있-’과 함께 쓰였다. 이를 통해서 화자는 해당 명제에 대
하여 소극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러한 판단 자체의 능동성 또한 배제시켜 
표현함으로써 명제 내용과 화자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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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청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화자의 발화 상대는 분명히 청자이지만, 때로는 청자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청자의 사적 영역에 대해 단언을 내리거나 청
자에게 행위를 지시할 때에,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체
면 위협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화자는 발화와 청자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리고자 
한다.

청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청자의 
확장으로, 청자를 화자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자를 지시
하기 위해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청자 지시를 청유형으로 
표현하거나 1인칭 의도 어미를 사용하는 것도 같은 방식에 해당한다. 둘째, 청자의 
대치로, 청자를 청자 아닌 3인칭의 개체로 지시하는 것이다. 셋째, 관점의 전환으로, 
청자가 동작주인 경우, 피동 표현을 통하여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동작주를 삭제하고 
다른 요소를 주어로 명시하는 것이다.

5.1.2.1. 1인칭 복수 대명사 사용

화자는 청자 개인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청자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화자를 함께 지시함으로써 화청자 사
이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다음 (13)은 의료 대화에서 ‘우리’가 쓰여 청자
를 지시하는 예이다.

(13) 가. 의사: 일단 암이란 건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을 해서 우리 몸에서 떼어내야 
되는데, <의료대화 M08038>

나. 의사: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더 나쁘게 하면 더 병도 안 좋아지
고 그렇거든요. <의료대화 M08027>

다. 의사: 혈당이 우리가 120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의료대화 M0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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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 우리, 아~ 해 볼까요? 오~ 잘하네~ 오~ 되게 잘하네~ <의료대화 
M07096>

마. 의사: 활동성 결핵이다 아니면 예전에 앓았던 결핵 자국이다 대개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환자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의
료대화 M07100>

(13)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 정보를 제시하거나 행위를 지시할 때,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하였다. 이 경우, ‘우리’는 청자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화자
보다는 청자와 관련된 대상을 지시한다. 이는 청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청자 포함형 
‘우리’로 표현함으로써 청자의 직접적 지시를 막고, 화청자 사이의 연대감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13가-다)의 경우, ‘우리’는 청자와 화자뿐만 아니라 ‘인간’ 일반으로 확장
되어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문제를 청자의 범위에서 인간 일
반의 범위로 일반화함으로써 청자 개인을 탈초점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사용은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침해하는 정도를 완화한다.

5.1.2.2. 청유형 지시

지시의 원형적 틀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직접적 지시는 청자에게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
로 체면 위협 행위에 속한다. 화자는 이러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행위의 주체를 
청자뿐만 아니라 화자를 포함한 집단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청유형 
지시이다. (14)는 의료 대화에 나타난 청유형 지시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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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의사: 대신 이번 기회에 금연을 좀 합시다. 가능하세요? <의료대화 
M06054> 

나. 의사: 쪼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 보죠. 집에 계실 때는 가능하면 잘 
때 아니더라도 가습기를 좀 틀어 놓고 <의료대화 M07075>

다. 의사: 음: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다시 한 번 해 보는 걸로 하십시다. <의
료대화 M06054>

(14가)에서 금연을 하는 주체는 청자일 뿐이고, (14나)에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주
체 역시 청자일 뿐이다. 그러나 마치 화자인 의사도 해당 행위의 의무를 안는 것처
럼 표현함으로써 지시의 힘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는 발화행위 자체의 대상은 청자
이지만, 발화의 대상은 화청자를 포함한 집단으로 확장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청유형 지시는 의사와 환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표현하면서 의료 담화에서 
중요한 연대감을 쌓는 책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의료진은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환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 지시화행의 행
위 주체를 청자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에까지 확장시켜 하나의 집단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5.1.2.3. 1인칭 의도 어미 사용

청유형 지시와 마찬가지로, 지시가 청자에게 미치는 위협 때문에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1인칭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여 지시를 수행하기도 한다. 
다음 (15)가 바로 그 예이다.

(15) 가. 의사: 여기 보시구요. 안경 좀 벗어 볼게요. <의료대화 M07056>
나. 의사: 들어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실까요? <의료대화 M06050> 
다. 의사: (눈을 검사하는 도구를 들고) 안경 좀 벗어 볼까? <의료대화 M06041>
라. 의사: 우리, 아~ 해 볼까요? 오~ 잘하네~ 오~ 되게 잘하네~ <의료대화 

M0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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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는 화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어미 ‘-을게’가, (15나-라)는 화자의 의도에 대
한 청자의 의견을 묻는 어미 ‘-을까’가 사용되어 지시를 수행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지시를 피하기 위해서 행위주가 2인칭인 상황에서도 행위주가 1인칭인 어미들을 사
용한 것이다.

박재연(2013: 277)은 (15가)와 같은 ‘-을게’의 사용을 의도 관련 어미의 환유적 
의미 확장의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이를 명시적인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책략으로 
보고, 화자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표현하는 ‘-을게’를 청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위주가 2인칭인 화행을 1
인칭에 사용되는 어미를 확장하여 사용한 것이다. 또한, (15나, 다)의 ‘-을까’ 역시 
원래 화자의 행위에 대한 청자의 의도를 묻는 어미이지만, 청자의 행위에 대한 청자
의 의도를 묻는 어미로 사용되어 지시화행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았다. 이 
역시 원래 행위주가 1인칭인 어미의 사용을 행위주가 2인칭인 경우에까지 확장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환유를 촉발시킨 기제가 본질적으로 1인칭 복수 대명사 사용 및 
청유형 지시와 같다고 본다. 즉, 행위주가 1인칭인 의도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청자 
지시를 화자의 영역에까지 확장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실세계에서 화자는 해당 행위
의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청자와의 연대를 위해서 자신도 함께 행위주로 표
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취하면, 따로 행위주 전환을 설명할 부담도 줄어들고, 
환유를 촉발시킨 기제 또한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5.1.2.4. 총칭적 지시

청자를 직접 지시하지 않기 위해서 청자를 다른 개체로 전환하는 방법도 존재한
다. 예컨대, 3인칭 개체를 지시하여 마치 화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화자를 포함한 개체들을 총칭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화 자체
에는 청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발화와 청자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지닌다. 다음 (16)이 의료 대화에서 나타난 청자의 대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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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사: 그런데 환자분 증상이 다소는 어 심장보다는 어 소화기계쪽 이 때문에 여
기가 아파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으세요. 식도 역류증이라고 …(중략)… 
식도가 이렇게 여기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중략)… 약을 먹고 막 이런 
분들,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고 뭐 스트레스 있으신 분들 걸리기도 하거
든요? <의료대화 M07055>

(16)은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증상을 들은 뒤, 
그에 대한 진단을 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의사는 발화의 대상이 되는 청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발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발화는 청자인 
환자의 병명이 ‘식도 역류증’임을 통보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는 환자의 인식과 충돌하는 새로운 정보를 단언하는 부담과, 환자의 건강이라는 
사적인 영역과 관련된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자의 개인적 문제를 인간 일반의 문제로 확장함으로써 청자 개인
에게 미치는 위협은 상대적으로 경감된다.

5.1.2.5. 피동 표현

화자와 관련된 피동 표현과 마찬가지로, 청자도 피동 표현을 이용하여 탈초점화될 
수 있다. 피동 표현을 통해, 청자의 능동성과 의지는 탈초점화되고 그 행위의 결과
만 부각되게 된다. 이는 행위에 대한 청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17)은 청자와 관련된 피동 표현이 의료 대화에 나타난 예이다.

(17) 가. 의사: 조금 더 조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120 이하로 조절이 되시면 좋겠구
요? <의료대화 M07059>

나. 의사: 그게 인제 그: 결심이 되시면은 예약을 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오셔서 
검사하고 저한테 결과를 들으시면 되거든요? <의료대화 M06044>

다. 의사: 다행히 환자 분의 상황 자체는 다른 곳으로 이동된 상황은 아니구요. 
<의료대화 M0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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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 끊고 싶은데 자꾸 담배를 피우게 되시는 건가요? <의료대화 
M07056>

(17가-다)는 피동 표현 ‘명사+되-’를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주체가 청자임을 숨긴 
예이고, (17라)는 피동 표현 ‘-게 되-’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의 의지를 탈초점화한 
예이다. 의사는 환자의 부정적인 상황을 환자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 청자의 
능동성을 감춘다. 또한,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선택과 관련된 상황에도 청자의 능동
성을 감추고 행위에 따른 결과만을 부각한다. 이들은 모두 청자의 체면 위협을 최소
화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다.

5.2.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발화의 시공간적 화시 중심은 ‘지금, 여기’이다. 따라서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발화를 발화행위 순간의 ‘지금, 여기’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료 대화 상황에서는 의사 또는 환자가 ‘지금, 여기’의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이탈한 
발화를 수행하는 경우를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담화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도입하거나, 가능 세계에서 일
어날 일을 가정함으로써 일어난다.

Caffi(2007)은 과거 이야기를 도입하는 전략을 ‘narrativization’이라고 명명하고, 
가상의 이야기를 도입하는 전략을 ‘eventualization’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전략은 
화자가 취하는 자기 방어의 일종으로 현재의 상태를 진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서 발화의 주요한 화제인 ‘지금, 여기’ 나의 상태나 고통을 
배경화하고, 탈초점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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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과거 세계로의 전환

과거 세계로의 전환(narrativization)은 ‘지금, 여기’의 맥락에 주목하는 담화로부
터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로 이탈함으로써 작동한다. 이를 통해서 발화 참여자들은 
발화행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의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화
는 자연히 발화행위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발화의 직접성은 감소하게 된다. 화자는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화자 자신 혹은 청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발화의 직접성을 
조정할 수 있다.

의료 대화 상황에서는 특히 환자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할 때에 
이러한 전환이 일어난다. 즉,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하지 못하고, 과거 상황을 
묘사하거나 과거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다. 예컨
대, 의사가 현재의 증상이나 원인과 관련된 질문을 환자에게 던졌을 때, 환자는 현
재의 고통이나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과거에 일어난 자신과 관련된 이
야기의 한 부분을 제시하기도 한다.

(18) 의사: 지금 뭐 특별히 집에서 하시는 거는 없는데 인제 좀 신경 쓰는 일이 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좀 얘기를 잘 해 주셔야 돼요.

환자: 아니 우리 며늘애가 쪼금 저기 뭐야 마음이 좀 약간 우울증이 온 거 같
더라구요.

(중략: 며느리의 산후우울증과 아들이 하는 승마장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의사: 음, 그럼, 요즘에도 고민이 있어요?
환자: 없어요.
의사: 며느리 우울증하고 증상하고 관계가 있나요?
환자: 뭐 별 그런 거는 없고 인자 조금 걱정이 스럽죠. 인자.
(중략: 폐경, 수면 패턴,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
의사: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 지금 기분.
환자: 기분은 괜찮아요.
의사: 나쁘지 않고요?
환자: 예. 항상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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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식사도 잘 하시고?
환자: 그 전에는 저기 자궁 수술하고 나서는 식사를 못했었어요. <의료대화 

M07081>

(18)은 가슴에 통증을 느낀 환자가 내원하여 자신의 증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작
된다. 먼저,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경 
쓰이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환자는 갑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한다. 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어서, 의사는 현재 환자의 상태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요즘에도 고민이 있어
요?’라고 물으며 발화를 화시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러자 환자는 다시 별 문제
가 없다고 대답한다. 다시 의사가 ‘식사도 잘 하시고?’라고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묻자,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꺼리고 현재와 관련되지 않은 과거의 상황에 대해
서 이야기한다. (18)의 발화 연쇄에서 환자는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질문에 직
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언제나 과거의 이야기를 도입함으로써 발화의 직접성을 감소
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화의 시공간을 과거로 전환하면서 이루어지는 완화는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18)에서 환자는 관형사형 어미 ‘-은’과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 ‘-었었-’을 사용하면서 발화를 과거 세계로 전환하고 있다.

Labov & Fanshel(1977: 334-336)은 거식증에 걸린 소녀 Rhoda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완화 장치를 소개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과거 세계로의 전환이다. 치료
사는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랜 대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대화가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 때
문에 발화에는 완곡 표현(euphemism), 모호한 지시, 억양 등 다양한 완화 표현이 
사용되게고, 치료사는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은폐된 환자의 정신적 문제를 발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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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과거 이야기로 답변하는 방식(narrative response)은 Rhoda가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상황을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었다. 즉, 명료하지
만 위협적인 명제들을 있는 그대로 발화하기보다는 이를 과거의 이야기로 길게 늘
여서 표현함으로써 위협적인 발화를 피하는 것이다. Labov & Fanshel(1977)은 이
를 단순한 시제 상의 변이가 아니라 담화로부터의 의도적인 이탈로 간주하고, 
Rhoda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완화 방책 중 하나로 보았다.

5.2.2. 가능 세계로의 전환

가능 세계로의 전환(eventualization)은 과거 세계로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발화행
위의 ‘지금, 여기’로부터 발화를 분리시킨다. 그러나 이는 과거 세계로의 전환과 달
리 화자의 경험에 존재하지 않는 가정적 세계로 발화를 이동시킨다.

의료 대화 상황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이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하
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정적 상황을 도입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유도하면
서 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린다. 즉, 현재의 상황을 직접 마주할 수 없는 환자에게 직
접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 세계로 전환하면서 환자가 직접 선택
하도록 하는 것이다.

(19) 가. 의사: 환자분도 충분히 의지 가지고 하시면은 어 저희도 최선을 다할테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료대화 M08040>

나. 의사: 약을 조금 항암치료를 받으시면 그것까지 하신다면 정말 예후가 좋습
니다. <의료대화 M08038>

다. 의사: 종양을 제거하시면 대부분 환자 분들은 그래도 오래 사세요. <의료대
화 M08035>

(19)는 의사가 환자에게 암 선고를 내리고,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를 설득하는 과정
에서 발화된 것이다. 청자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 현재의 충격으로부터 거리를 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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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방책이다. 이는 청자의 현실 세계에서 ‘지
금’ 경험하기에 너무나 위협적인 상황을 가능 세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즉, 가정에 수반되는 긍정적인 가능 세계로 발화를 전환시키면서, 청자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것보다 완곡하면서도 설득적인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다.

 Gaik(1992)는 라디오 토크쇼의 정신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현실(irrealis)과 
관련된 표현(조동사 could, would, can, may, 가정문, 질문 등)의 효과에 대해 논하
였다. ‘치유 과정’은 ‘상담’과 달리 조언이나 지시를 수행하지 않고, 환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현실 요소는 환자에게 대안
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그 환자와 치료사 모두에게 
하나의 공통된 가능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치료대화에서 환자를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담화상의 화제로부터 이탈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 작용 범위가 매우 넓다. 특히, 이들은 텍스트 구성의 관점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담화의 주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18)에서 환자는 
지속적으로 화제를 과거로 전환하는 반면에, 의사는 화자를 다시 현재의 화제로 환
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19)에서 의사는 화제를 현재 상황에서 가능 세계에 
일어날 일로 전환함으로써, 낙담하고 있는 환자를 현재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담화의 주요한 화제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위협이나 책임을 피하는 
전략은 텍스트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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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완화 표현을 작동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담화에서 어떠한 효과
를 위하여 사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본고는 특히, 그동안 한국어학계에서 ‘헤지’라는 
이름 아래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언어적 장치들이 ‘완화 표현’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완화 표현을 분류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 
작동 방식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차원의 언어
적 장치가 발화의 강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책
임을 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론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갈무리하고, 미진한 
점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본고의 이론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완화 표현의 개념과 분류를 살펴
보았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정의들을 토대로, 완화 표현을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연
루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과 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자가 발화의 강도를 낮추는 
언어적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완화 표현을 작용하는 층위에 따라, 명제 내용
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였다. 이는 각각 명제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절하하는 것, 발화행위의 적정조건을 조정하는 것, 발화행위로부터 발화를 분리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첫 번째 분류인 명제 내용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살펴보았다. 이
를 다시 모호한 지시 표현과 절하 표현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모호한 지시는 명제 
내부의 개체나 술어 등을 모호하게 지시함으로써 명제 전체의 진리성에 대한 확실
성을 감소시킨다. 이는 의미론적 층위의 ‘모호성’이 추론을 통하여 화용론적 층위의 
‘완화’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절하 표현은 명제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
의 강도를 줄여서 발화의 힘을 낮추는 표현이다. 이들은 다시 정도성을 줄이는 표현
과 절대성을 줄이는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제4장에서는 두 번째 분류인 발화 수반력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살펴보았다. 
이는 화행에 따라 다시 단언행위(인식적 측면)와 지시행위(의무적 측면)에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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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각 화행의 예비 조건과 진실성 조건을 조정하는 
표현들이 어떻게 발화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예비 조건은 만
족되는 정도를 약화시켜 표현하거나 예비 조건 자체를 가정으로 표현함으로써 발화 
수반력을 약화시킨다. 반대로, 진실성 조건은 만족됨을 ‘잉여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발화 수반력을 약화시킨다. 이를 통해서,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는 단언행위와 지시
행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이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함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세 번째 분류인 화시 중심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을 살펴보았다. 이
는 발화행위로부터 발화를 분리함으로써, 발화의 직접성을 감소시키는 표현이다. 이
는 다시 화시의 차원에 따라 대화 참여자에 작용하는 것과 시공간에 작용하는 것으
로 분류될 수 있다. 대화 참여자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참여자에 따라 다시 화자
와 청자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들은 대화 참여자를 은폐하거나 확장함으로써 
발화에 대한 화자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청자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반면, 시공간에 작용하는 완화 표현은 발화를 과거 세계 혹은 가능 세계로 전환시킴
으로써 일어난다. 이 역시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발화행위로부터 발화를 이
동시킴으로써 화청자와 발화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본고는 한국어 화자가 발화의 힘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
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통사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사용의 동기가 모두 ‘책임과 위협의 감소’라는 점에서 동질적이
다. 특히, 본고의 주요한 연구 텍스트인 ‘의료 커뮤니케이션 대화자료’에서는 이러한 
동기를 일정하고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손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설명되어 온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의료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나타나는 완화 표현의 동기는 공손성뿐만 아니라 화
자의 책임과 관련된 조심성도 두드러진다. 특히, 의사는 자신의 발화에 대한 확실성
을 줄이거나 책임의 소재를 다른 곳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상호작용에 의한 갈등을 
피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발화가 틀릴 가능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화가 청자의 감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또한, 
완화 표현의 사용은 지적, 사회적 권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 참
여자들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사는 의료 제도에 전제되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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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비대칭적인 권력 격차를 줄임으로써 더욱 협력적인 치료자로서 정체화하기 위
해서 완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고는 여러 한국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완화 표현의 형식을 밝히고, 이들
이 다양한 방식으로 완화를 일으킴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그 
방식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따른 분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
기에는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이 많다.

첫째, 완화 표현들 사이의 형식적 결합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 완화 표현
은 홀로 쓰이는 경우보다 여러 표현이 함께 어울려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찰 자체는 본고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계량적으로 어떠한 표현들이 자주 
공기하는지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공기 관계를 살피다 보면 개별 표현들의 의
미를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실마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발화에 나타나는 더욱 다양한 요소들, 특히, 음운론적 억양이나 휴지를 함
께 살펴보았으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요소들은 발화된 명제에 대한 발화자의 인식 정도와 감정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바탕에는 정확하고 일관된 전사로 구축된 구어 코퍼스의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텍스트의 종류 혹은 사용역(register)에 따라 완화 표현의 사용 빈도를 관
찰했으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있다. 즉, 어떠한 완화 표현은 특정한 텍스트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또 다른 완화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예상해 볼 수 있
다. 본고에서도 몇몇 표현은 그 문어성 때문에 <의료 커뮤니케이션 대화자료>와 
구어 말뭉치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특성에 따른 
완화 표현을 다양성을 고려했다면, 좀 더 완결성 있는 연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이러한 본고의 미진한 부분은 후고를 통하여 보충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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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Mitigating Devices in the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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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mitigating devices in the 
Korean language and describe their forms and functions. Mitigating devices are 
linguistic means employed by speakers to attenuate the utterance so as to 
avoid incurring unnecessary risks and responsibilities.

This study is specifically concerned with mitigation by formally 
heterogeneous devices. Mitigating devices are present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ir scope: mitigation on (1) propositional content, (2) 
illocutionary force, and (3) deictic center.

Mitigation on propositional content focuses on referents or predicates. This 
class of mitigation can be subdivided into vague reference and understatement. 
The imprecision of vague reference triggers inferences about the speaker’s 
indeterminacy, weakening the speaker’s commitment to the truth of the 
proposition. Understatement de-intensifies the proposition itself by reducing the 
degree or absoluteness of the propositional content.

Mitigation on illocutionary force focuses on felicity conditions of speech acts. 
Two primary speech acts are examined: assertive and directive, which are 
related to epistemic and deontic modality, respectively. For each speec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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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felicity conditions can be modulated: preparatory condition or sincerity 
condition. Mitigating effects are produced when the preparatory condition is 
weakened or the sincerity condition is reinforced.

Mitigation on deictic center focuses on the source of the utterance act 
(ego-hic-nunc). The shift of deictic center is investigated in terms of its 
participants and spatio-temporal aspects. Deictic shifts detach the utterance 
from its deictic center, increasing the distance between the utterance and the 
interlocutors, which as a result, increases the distance between the 
interlocutors themselves.

The current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analyzing different kinds of texts 
that involve management of interaction. The mitigating devices investigated here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because they 
play a crucial role in mediating social interactions.
 
Key Words: mitigation, hedge, politeness, indirectness, responsibility, medical 

discourse, political discourse

Student Number: 2015-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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